
- 1 -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강화 방안 검토

이 연구보고서는 2013년 고용노동부의의 학술

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

2013. 11

연구기관: 국제노동법연구원

고 용 노 동 부



- 2 -

< 연 구 진 >

책임연구원 : 이철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연  구  원 : 박정훈(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조용만(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영(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호창(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강사)



- 3 -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의 수탁연구과제 최저임금 위반 및 임

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강화 방안 검토의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2013. 11

국제노동법연구원

원장 이흥재



- 4 -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내용 ··········································································································· 3

    3. 연구방법 ··········································································································· 5

    4. 국내외 연구동향 ····························································································· 6

제2장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관련 현황 ······················································ 8

    1. 최저임금 위반 관련 현황 ············································································· 8

    2. 임금체불 관련 현황 ······················································································· 9

    3. 분석 ················································································································· 11

제3장 최저임금의 이행확보 및 임금체불의 방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12

  제1절 최저임금의 이행확보 ················································································ 12

    1. 일반론 ············································································································· 12

    2. 미국 ················································································································· 27

    3. 영국 ················································································································· 31

    4. 프랑스 ············································································································· 35

    5. 일본 ················································································································· 38

    6. 소결 ················································································································· 41

  제2절 임금체불의 방지 ························································································ 43

    1. 일반론 ············································································································· 43

    2. 미국 ················································································································· 44

    3. 영국 ················································································································· 46

    4. 프랑스 ············································································································· 47

    5. 일본 ················································································································· 49

    6. 소결 ················································································································· 55



- 5 -

제4장 경제적 제재의 법제도적 의미 ···································································· 57

  제1절 노동관련 규제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 57

    1.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수단의 개관 ··························· 57

    2. 노동관련법상 법위반의 불법성 유형 및 제재수단 ······························· 60

    3. 소결 ················································································································· 85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 검토 ·························································· 88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88

    2.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한 찬반론 ····················································· 93

    3. 하도급법에서의 3배 배상 제도 ································································· 97

    4.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 98

제5장 실효성 확보방안 ·························································································· 101

    1. 경제적 제재 강화의 필요성 ····································································· 101

    2. 구체적 방안에 대한 각론적 검토 ··························································· 106

제6장 결론 ················································································································ 141

참고문헌 ···················································································································· 149



- 1 -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강화 방안 검토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1조). 

2005년 9월부터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고, 

저임금 근로자 및 취약계약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질서체계를 이루었다.

최저임금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도 가능하지만 근

본적으로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행정감독 및 행정적 구제방법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체불임금 제도는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지연이자 제

도, 반의사불벌 제도 등이 있으며, 체불임금 해결절차는 크게 고용노동부를 

통한 행정적 구제방법과 법원을 통한 민사적 방법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체불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행정의 내용으로는, ⅰ) 임금체

불 예방활동(사업장 감독시 금품지급여부 확인 및 시정지도, 언론을 통한 홍

보활동, 관련단체 대상 공지 등), ⅱ) 체불임금 청산지도(사업주를 상대로 임

의청산을 촉구하고, 근로자에게는 권리구제절차 안내, 시정불응시 사법처리), 

ⅲ) 생활안정지원(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불임

금 대신 지급(도산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신청),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 대부(복지공단) 안내 등), ⅳ) 무료법률구조지원(미해결 체불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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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대신해주는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이 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2012년 8월 시행)으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43

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의 제공(제43조의3),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 확대(제44조 단서) 등 제도개선이 있었다. 

이러한 개선은 체불예방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겠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산업현장 전

반에서 철저히 준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1)이 지나치게 높고 체불임금액2) 또한 매년 1조원을 

상회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어, 효과적 감독·처벌기능 강화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지급이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가장 부

담스럽게 느낄 만한 제재 수단을 통하여 이를 사전적으로 규정하여 운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서 형벌(징역,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나 형벌 자체의 위하적 효과와 

관계없이 이러한 제재수단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

고 오히려 사업주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전과자로 만들어 버려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하여 사후적

으로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불분명하여 행정의 실효성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에 자본

주의 체제라는 특성상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여길만한 제재수단

을 찾자면 이는 경제적 제재수단이라고 할 것이며 경제적 제재수단의 적정

화와 합리적인 운용이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1) 최저임금 미만율: 9.6%, 1,699천명(‘12년 8월)

2) 체불액: ‘10년 11,630억원(276천명) → ’11년 10,874억원(279천명) → ‘12년 11,772억

원(28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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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의·상습적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 

개선 및 이를 통한 저임금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 방안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방지라는 노동행정상의 과제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 및 효과적 근로감독·처벌 방안에 대

한 종합적 검토를 주된 연구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행정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 국가가 법을 집행하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규 또는 그에 근거한 

국가작용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국가작용이 그의 목적

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령⋅금지 등의 의무위반 내지는 

의무불이행을 방지하거나 사후에 준수⋅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의 실효성 확보 또는 의무이행 확보의 문제이다. 

우리 법상 실효성 확보수단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관하면 우선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직접적 수단에는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과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즉시강제가 있다. 

간접적 수단에는 형벌과 과태료가 있다. 강제집행에 속하는 것으로는 대집

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등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의무이행 확

보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과징금, 위반사실의 공표, 공급거부, 수익

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 허가사업의 제한 등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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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수단 : 강제집행 - 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 즉시강제

간접적 수단 : 형벌

: 과태료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과징금, 위반사실공표, 공급거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 허가사업의 제한 등

이러한 실효성 확보 수단들 중에서 경제적 제재수단이라고 할 만한 것들

은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 허가사업

의 제한, 과징금, 공급거부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노동법에서는 형벌,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ex.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강

제징수(ex.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체납처분), 위반사실공표(ex. 임금체불사

업주 명단공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ex. 직업안정법 등에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등이 활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지급이라든가 임금체불 방지라는 노동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으로서 경제적 제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으로서 과태료, 과징금, 이

행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한편 임금체불 방지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임금체불 관련 제도를 살펴보

면, 대체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형사적 해결방법이 중심인 반면,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서구 국가들은 법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

법이 중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임금체불 관련 제도는 노동기준감독관에 의한 사건처리, 지연이자

제도, 체당금 지급 등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체

당금의 재원이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임금채권기금이 운용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기금에 해당하는 노재기금에서 운용되는 점이 우리나라

와는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 법원소송제도와 더불어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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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부에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노동부의 조

사를 거쳐 벌금, 기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노동부나 법원을 거치

지 않고 중재인(arbitrator)의 중재(arbitration)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도 발

전해왔다.

독일의 사례에서는 근로자들이 유치권(Zurückbehaltungsrecht)의 행사를 

통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자신의 근로제공을 일시적으로 거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인정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현재 근로관계가 진행 중임

에도 불구하고 연방노동국(Bundesagentur für Arbeit)에 실업자로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임금체

불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업무중단 기간에 해당

하는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오랜 자유주의 전통에 의해 법원에 의한 민사해결이 중

시되어 근로감독제도나 형사적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ACAS를 통한 

조정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경제적 제재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는 제재수단 그 자체의 

요건, 효과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그 액수에 대한 적정성을 어떤 방법으

로 체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규범적 분석을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자료조사 및 분석을 한다. 외국의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에서는 가능한 연구

자들이 협업하여 관련 쟁점과 과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연구를 도

모한다. 아울러 경제적 제재강화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노동법적 측면뿐만 아

니라 행정법적 측면에서도 제도적 정합성 및 적절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제

고하기 위한 종합적 분석을 도모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적 제재에 대한 부담감도 고려하여 분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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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연구동향

최저임금에 관한 기존 연구는 최저임금의 수준에 관한 것이 대다수이며 

최저임금의 실현을 위한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것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진

호, “최저임금의 실효성 제고”(2011.1.) 및 정진호 외, 「최저임금 효과분

석」(2011), 한광수,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고찰”(2010.8.), 송

위섭,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2009.1.) 등의 기존연구

로부터 본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외국제도에 대한 연구로

서 이승렬 외,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2012) 및 한국노동

연구원의 「국제노동브리프」의 자료들인 김상배, “프랑스의 최저임금 현

황”(2012.9.), Peter Waring, John Burgess, “호주 최저임금의 역사, 적용

범위 및 시행”(2012.8.), 김삼수, “영국의 최저임금 준수정책”(2012.8.), 배

효진, “미국의 최저임금법”(2012.8.), Gerhard Bosch, Claudia Weinkopf, 

Thorsten Kalina, “독일의 저임금 고용과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2011.9.) 

등을 통해 비교법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임금체불방지와 관련한 기존 연구로는 강승복, 「체불임금의 실태와 정책

과제」(2012) 및 “체불임금의 실태와 시사점”(2012.4.), 노병호・신현구, 

“체불임금 구제방안에 대한 재검토”(2011.11.), 정진호, “임금제도의 합리적 

설정과 준수 제고”(2012.11.), 박근후 외, 「재직 중인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방안 연구」(2009) 및 「임금체불 사전예방 및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 확대

방안 등에 관한 연구」(2008) 등이 있다. 강승복의 연구는 실태조사와 비교

법적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된

다. 강승복의 연구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진정과 고소과정에서

의 집중처리제, 체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우선 지급 및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압류 금지 등을 제안하며, 또한 체불임금 발생 예

방제도로서 사용자 직접 지원, 체불사업주입찰자격 제한 및 금융거래 제한, 

사회보험제도와 연계한 임금체불 예측시스템 시행, 유치권 행사를 통한 근로

거부 후 실업급여 지급제도 도입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또한 박근후 외의 

연구는 본연구의 경제적 제재강화의 측면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임금체불 

방지와 구제에 관한 종합적 검토를 하고 있어 간접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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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근로감독에 관하여는 김정한 외, 「근로감독행정 개선 및 효율성 제

고방안」(2003),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조직개편에 따른 근로감

독행정효율화 방안」(2006), 「선진국 근로감독제도 운영 실태 조사」

(2008), 김성태 외, “취약지수를 이용한 사업장 근로감독과 지방노동관서 평

가”(2011.12.), 노상헌, “근로감독관제도의 재검토와 과제”(2012), 박원주・ 
전용일, “사업장 근로감독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의 효과 분석”(2012) 및 전

용일 외,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평가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2010), 

문기섭, 「노동행정과 근로감독」(2003), 이병희 외, 「비공식 취업 연구」

(2012) 등이 있다.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개선논의는 본 연구의 시사점을 얻

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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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관련 현황

1. 최저임금 위반 관련 현황

가.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5% 정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된

다.3) 이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이용하여 2012년 8월 기준으로 추정된 ‘전체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시간당 4,580원) 미만율은 9.6%이다. 이는 임금근로

자의 9.6%가 2012년의 최저임금액(시간당 4,580원)보다 낮은 수준의 시간

당 임금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01∼’12년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살펴보

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대체적으로 ‘09년까지 상승하였으나 ‘10년 이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4)

조사기간 ‘02.8 ‘03.8 ‘04.8 ‘05.8 ‘06.8 ‘07.8 ‘08.8 ‘09.8 ‘10.8 ‘11.8 ‘12.8

임금근로자수(A) 14,030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미만근로자수(B) 682 689 849 1,213 1,442 1,891 1,747 2,104 1,958 1,899 1,699

미만율(B/A) 4.9 4.9 5.8 8.1 9.4 11.9 10.8 12.8 11.5 10.8 9.6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 8월 원자료

<표 1>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추이(통계청)

                            (단위: 천명, %)

3) 2014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210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5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한국노동연구원, 「2014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 (2013. 5.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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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

업체수

위반

업체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건수

계 6조 11조 기타 계
시정

조치

사법

처리
과태료

2012년 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51 9,039 6 6

2011년 23,760 13,167 14,718 2,077 12,614 27 14,718 14,707 11 -

2010년 20,151 11,200 12,085 1,144 10,939 2 12,085 12,072 10 3

※ 출처 : 사업장 감독 전산입력 집계자료 

※ 위반조항 : 최저임금 미만 지급(제6조), 주지의무 위반(제11조), 기타-임금에 관한 사

항 미보고(제25조), 서류 미제출(제26조제2항) 등

<표 2> 최저임금 점검 결과   

                                          (단위 : 개소, 명)

나. 최저임금 점검 결과

2012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지킴이’(278명)의 활동 실적을 보면 위반

사업장 910개소(피해자 1,008명), 의심사업장 1,120개소(피해자 1,506명)를 

발견하였다. 최저임금 위반사례 ‘사이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741건의 

신고를 받았다. 지킴이들이 적발한 사업장 및 사이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을 포함하여 청소‧경비 용역업체, 비정규 근로자 및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1,649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지시에 불응한 6개소는 사법처리하였다.5)

2. 임금체불 관련 현황

가. 임금체불 신고사건

임금체불의 정도도 심각하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를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도의 체불신고사건을 기준으로 전산 집계한 결과 

110,479개 업체에서 284,755명의 근로자들에게 1조 1,772억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액기준으로 볼 때 2011년(1조 874억원)보

5) 고용노동부, 「2013년판 고용노동백서」, 198-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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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체불 

발생액
3,461 5,211 10,426 10,291 10,297 8,403 9,561 13,438 11,630 10,874 11,772

청산액‧
지도해

결액

(청산율)

2,843

(82.1)

3,551

(68.1)

7,221

(69.3)

7,660

(74.4)

3,614

(35.1)

3,627

(43.2)

5,171

(54.1)

7,784

(57.9)

6,037

(51.9)

6,105

(56.1)

6,252

(53.1)

※ 2004년부터 체불근로자 수 1인 이상 집계 (2003년까지 체불근로자 5인 이상 집계) 

※ 2006년부터 통계집계방식 변경(청산/미청산 → 지도해결/사법처리) 

※ 지도해결은 권리구제+반의사불벌(행정종결), 사법처리는 기소와 불기소(공소권 없음-

반의사불벌) 포함

<표 3> 연도별 체불임금발생 및 청산율 통계 추이  

                      (단위 : 억원, %)

다 8.3% 증가한 것이다.6)

나. 체불임금 사건의 처리 현황

체불임금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청산지도, 민사절차 지원, 체당금 지급 등

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민사절차를 이용하

는 것보다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고발 등의 신고사건을 제기한 후 고

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금품청산지도에 전력을 다

하고 금품청산이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며, 아울러 체불금품확

인원을 발급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2012년도에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은 186,624건(전체 신고사건 

320,582건의 58.2%)이 접수되어 전년도 이월사건을 포함하여 179,278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121,664건은 지도 해결하였고, 57,614건을 사법처리하

였다.

6) 고용노동부, 「2013년판 고용노동백서」, 198-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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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신고건수
(근로자수)

금 액

지도해결 사법처리 처리중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10
186,373

(276,417)
11,630

121,673

(174,353)
6,037

57,830

(91,969)
5,090

6,870

(10,095)
503

’11
193,536

(278,494)
10,874

135,366

(188,098)
6,105

52,049

(80,585)
4,195

6,121

(9,811)
574

’12
186,624

(284,755)
11,772

121,664

(172,003)
6,252

57,614

(101,420)
4,873

7,346

(11,332)
647

<표 4> 체불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명, 억원)

3. 분석

현황에서 살펴보듯이 최저임금 위반 내지 임금체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제도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원칙에 대한 규율이 최저임금 위반 내지 임금체불을 제대로 방지‧억제하

고 있지 못하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사건을 대부분 시정지시로 해결하고 있다. 사

법처리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그 때만 최

저임금대로 지급하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는 적다.

임금체불은 상대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사법처리하는 사건이 많다. 그러나 

사업주나 경영담당자가 실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임금

체불액에 비해 극히 적은 액수에 불과한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에 대해 시정지시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된다.

결국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도 법위반을 방지, 억제하는 효과

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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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최저임금의 이행확보 및 임금체불의 

방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최저임금의 이행확보

1. 일반론

가.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역할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

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

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조건으로

서의 임금은 본래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해져야 하지만 노사 간

의 실질적인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해칠 정도의 낮은 임금

이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노사의 임금 수준 결정에 개입하여 그 

최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계약자유의 원칙은 주로 두 방향으로 수정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먼저 근로자의 약한 교섭력을 보완하기 위해 집단으로 

단결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조건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적 노동관계의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에 관해서 무언가 강제력

을 준다는 노동규제 입법의 도입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과 함께 후자

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노동법 사상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

후 세계 각국에서 채택되었는데,7)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이라는 점에

7)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성립된 최저임금제도는 초기에는 극도로 낮은 임금, 장

시간 근무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환경 등으로부터 연소근로자, 부녀근로자, 가내근로자

와 같은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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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본구조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어떠한 목적으로 도입되

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다. Starr의 

분류에 의하면,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적용범위에 따라 

산업별 최저임금과 일반적 최저임금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산업별 최저임금은 ‘일부 취약한 입장에 있는 근로자 집단의 보호’8) 및 ‘공

정한 임금의 결정’9)이라는 역할, 일반적 최저임금은 ‘임금구조의 기본적 하

한선 설정’10) 및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서의 최저임금’11)이라는 역할 등 네 

공정경쟁 확보, 사회·경제 정책적 필요 등을 이유로 다수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

게 되었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당시 해운근로자의 임금문제 때문에 

발생한 쟁의를 계기로 제정된 산업조정중재법(Industrial Conciliation &Arbitration Act)

에 의해 최초로 실시되었는데, 이 법에 의거하여 중재법원은 쟁의의 예방 및 해결을 위

하여 쟁의가 발생한 지역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임금문

제에 공적인 규제를 가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이어서 2년 후인 

1896년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도 시행되었고, 이후 20세기에 들어서는 영국(1909), 미국 

메사추세츠주(1912년), 프랑스(1915년), 캐나다·멕시코(1917년), 노르웨이·오스트리아·아

르헨티나(1918년), 체코(1919년), 벨기에·콩고(1922년), 독일(1923년), 스페인(1926년), 

스리랑카(실론, 1927년), 벨기에·쿠바·코스타리카(1934년), 브라질(1938년) 등 다수의 국

가들이 시행하게 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 제11차 총회에서 「최저임금의 

결정제도 협약(제26호)」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이 협약의 비준과 최저임금제도의 실

시를 권고하였고,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자 ILO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을 채택하여 근로자에 대한 최저

생활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와 홍콩, 싱

가포르를 제외한 인도(1948년), 필리핀(1951년), 대만(1955년), 일본(1959년)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였다.

8) 여기에서 ‘일부 취약한 입장에 있는 근로자 집단의 보호’라고 하는 역할은 최저임금의 

결정으로 적극적으로 약자를 보호하자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결정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자는 생각이라고 한다. 즉 임금의 결정은 가능한 한 노사 공동의 

결정에 의해야 하고, 유효한 단체교섭능력의 결여와 저임금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일정

한 산업에 한해서만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국가적인 관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9) ‘공정한 임금의 결정’이란 저임금 미조직 근로자의 구제에 한정하지 않고, 집단적인 임금

결정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을 회피하고 임금구조와 노사관계

를 개선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역할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이나 

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통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층에 적

용된다.

10) ‘임금구조의 하한선 설정’이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감소를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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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2)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제

의 실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임금률을 높이고 임금생활자의 소득

을 증가시키며, 수준 이하의 근로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생활자의 노

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제의 노동정책적, 사회·경제 정책적 의의와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것

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분류가 각국의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역할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제의 형태나 내용은 국가별로 다르다. 어떤 나라는 법

제화된 최저임금제가 없으며(예컨대, 독일), 관련 법제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제의 포괄범위를 제한하는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제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국가들이 있는

가 하면,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이 없거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

려하여 결정하는 국가들도 있다. 

본래 한 나라의 제도 속에는 다양한 목적과 고려요소가 혼재하고 있다. 나

라마다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된 다수의 제도적 논의들이 존재한다. 이런 논

의들은 국가의 발전 단계, 국가별 노동시장의 특성, 노사관계 유형과 노동조

합의 세력, 경제상황, 기타 요인들과 같이 많은 국가별 특이 요인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목적이나 적용범위, 결정방법, 수준, 이행확보 수

단 또는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유기적인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각국의 정치·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제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

기서는 2. 항목 이하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

으로 제도의 연혁,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최저임금의 준수확보에 관해 살핀

다. 

11) ‘거시경제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최저임금은 임금의 일반적인 수준과 구조를 국가의 경

제적 안정, 성장, 소득분배라는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바꾸는 역할이라고 한다. 

이러한 생각은 최저임금의 변동이 임금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전제가 되고 있

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한다.

12) Gerald Starr, Minimum Wage Fixing, International Labor Office, Geneva, 1981, 

pp.17-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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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저임금의 결정13)

ILO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할 요소에는, 국가의 관행 

및 사정에 따라 실행 가능하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한, (a) 당해 국가에서

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

수준을 고려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상 필요와 (b) 경제개발의 필요성, 

생산성 수준 및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고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포함한 경제적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14) 구체적으로 얼마 또

는 어느 수준(예를 들어 중위임금, 평균임금15) 또는 1인당 GDP 등과 비교

한 상대수준비율)을 정하거나 고려 요소들의 산출방식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권장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에서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각국은 기본적으로 유사

하지만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우선순위와 적용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삶을 보장해줘야 하며, 이

에 따라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적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13)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들을 주로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 「2012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12 ; Herr, Hansjorg, Kazandziska, Milka, Principles 

of minimum wage policy : economics, institutions and recommendations /Hansjorg 

Herr and Milka Kazandziska, ILO, 2011(Global Labour University working papers 

No.11) ; Thorsten Schulten, Minimum wages under the condition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ILO, 2010 ; ILO, Global Wage Report 2008/2009: Minimum 

Wages and Collective Bargaining – Towards Policy Coherence, 2008 ; ILO, 

Global Wage Report, 2009 ;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2008.

14) ILO 제131호 협약「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1970년)」제

3조 참조.

15) 중위임금은 모든 임금근로자 중에서 최상위 또는 최하위로부터 50%번째로 높거나 또

는 낮게 받는 근로자의 임금액(즉 상위 50%와 하위 50%를 가르는 임금)을 말하며, 평

균임금은 모든 임금근로자의 임금액을 평균한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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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바스켓으로 정의된다.16) 물론 이런 바스켓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을 포함한다. 또한 경제발

전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상승이나 다양한 욕구의 증가는 생계비를 

포함한 생활상의 수요를 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최저임금이 한 가계 내의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 가능성은 근로자 한 사람에서부터 다수의 자녀와 (조)부모를 포함

한 전체 가족까지로 범위가 넓은데 이 문제에 대해 단일한 해답은 없다. 소

규모의 가족으로 이루어져있고, 가족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임금소득을 받으

며,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에 대한 고려로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스

템을 갖추지 못하고 여성들이 공식적 노동력의 일부로 취급받지 못하는 개

발도상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가정에서 유일하게 생계비를 버는 사람은 

남자이며 모든 가족 구성원은 그 소득에 의존한다. 전체 가족의 생활상 필요

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계획하는 국가가 드문 것은 아니지만17), 다

양한 크기의 가계를 위한 다양한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일 최저

임금은 1인 가구에게는 너무 많고 가족 수가 많은 가정에는 너무 적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저임금이 그 자체만으로 사회복지시스

템을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으며, 우선적으로 임금소득 불평등을 제어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국의 복지시스템과 적절히 결합하여 운용됨으로써 

16) 마켓바스켓 방식(market basket)은 1923년 영국의 노동당이 각국의 실질임금을 비교

하기 위해 고안한 방식으로, 필요한 식료품 품목과 수량을 정하고 그것을 구매하는 비용

과 임금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 후 이 방식은 식료품뿐만 아니라 전 생계비목에 확대

되어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수단 전부의 품목과 수량을 정하고 그 

구입가격이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전 생계비를 집계하는 방식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 방식은 최저임금액 또는 사회보장급부금 산출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17)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처럼 근속1년 미만 미혼 근로자의 육체적, 사회적 생활을 위한 적

정생계비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려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이란은 최저임금을 4인 가족

의 생활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덜란드의 최

저임금제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노동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한 가

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의 임금이 그 가족의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표

를 두고 있다. 콜롬비아는 최저임금을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과 그 가족이 물질적, 정신

적, 문화적 분야에서 일반적으로(normal)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용을 받

을 권리”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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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거의 모든 국가에서 최저임금

의 조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베네룩스 국가들과 프랑스는 자동적 임금

물가연동제를 채택한 몇 안 되는 나라들이다. 이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소비

자 물가(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와 평균 협상 임금 인상률(네덜란드), 혹

은 평균 임금 인상률(프랑스)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18) 최저임금의 결정에 자동으로 물

가를 연동시킴으로써 최저임금의 실질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유

용성을 갖는다. 그러나 매년 주기적으로 최저임금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운용에 더 적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다뤄져야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고 미래의 경제 발전을 지향하며 정치적 동원을 지원하고 

노동조합의 활발한 참여를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이

나, 최저임금제의 목적이나 최저임금의 목표 수준에 대한 합의가 미약한 나

라에서 더욱 그러하다.

취약한 경제구조의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요소로서 주로 강조되는 것이 노동생산성, 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에의 영향, 경제의 지속 성장 필요성 등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정책에 따라 그 대응이 다르다.19)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제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1차적으로 최저임

18) 하지만 2009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OECD 회원국 중 적지 않은 나라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였는데 명목상 최저임금을 삭감한 나라는 없었지만 5개국(호주, 벨

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이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시켰다. 그 결과 각국의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호주와 벨기에 등 7개국에서는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감

소한 셈이 되었다.

19) 브라질과 중국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와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거시경제정책적 목표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시켰다. 미국은 최저임금이 10년 동안 

오르지 않았는데 2007년에 부시 행정부는 최저임금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 인

상하기로 결정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상당히 인상하고 

자동 물가 연동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미국 경제학자들

은 경제위기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마지막 단계를 미뤄야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다른 경

제학자들은 민간소비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으로서의 최저임금의 인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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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수준의 적정성을 정당화시켜 주지만,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각국의 사회·경제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제의 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가 최저임금의 결정에 절차적 정당

성을 부여함은 물론 그 수준도 정당성을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준수되는 계

기가 된다.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전통적으로 ① 

입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법정방식, ② 행정기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 ③ 

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에 유효한 권고 권한을 갖는 방식, ④ 위원회가 최저

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구분하거나20), 우리나라에서처럼 

① 임금위원회 방식21), ② 중재재판소 방식22), ③ 법정 방식23), ④ 단체협약

의 효력확장 방식24)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현재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그 결정 방법에 있어서도 각국이 처한 환경에 따라 독자적인 

모습과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다.

ILO협약은 각국이 국내 여건과 필요에 적합하게 최저임금제도의 성격과 

형태 및 운용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하되, 노사단체(또는 대표)와의 합의 또는 

20) Gerald Starr, Minimum Wage Fixing, International Labor Office, Geneva, 1981, 

pp.61-72 참조.

21) 노사대표와 중립위원(또는 공익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오늘날 각국의 최저임금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대체로 위원회가 최저임금

의 결정에 최종결정권을 갖는 경우 임금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정부에 대하여 자문 

내지는 권고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노사공익위원의 참

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면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ILO에서도 권고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다.

22) 노사 간의 분쟁 조정기관인 노동중재재판소 등의 중재재정에 의해서 임금의 최저수준

을 결정하고 최저임금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과거 호주와 뉴질랜드

에서 운용되었다.

23) 최저임금을 법률에서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의 결정이 일반 법률의 제·개정

절차와 동일하게 정치적인 과정을 밟아 결정된다. 정치적 의사결정이 갖는 장점에 불구

하고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24)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임금의 최저수준에 관한 협약을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

으로 결정하여 협약체결당사자 이외의 근로자나 사용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노사정 합의 또는 중앙협약(벨기에, 그리스), 산별협약(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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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최저임금

의 결정에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동수의 노사단체(또는 대표)를 평등한 

조건으로 참여시키고 아울러 국가의 일반적 이익을 대표하는 자를 노사단체

와의 협의를 거쳐 참여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하고 있다.25) 임금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최저임

금의 결정에도 이러한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

국 최저임금의 결정은 한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성격과 노사관계 등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다.26)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협의 또는 권고사항을 

위해 노사정을 대표하는 삼자기구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삼자기구는 독

자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항상 해당 사회에서의 노동조

합의 힘을 반영하고 노사단체와 전체 사회 내의 권력관계에 의존한다. 대개 

노사정 삼자기구는 최저임금제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어떻게 최저임금을 

25) ILO 제26호 협약「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1928년)」및 제131호 협약

「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1970년)」참조.

26) 일부 국가에서는 노사단체와의 공식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

하며 공식적인 협의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브라질은 별도의 협의 절차 없

이 정부의 최저임금안이 의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쳐 결정되지만 최근 수년간 법정 최저임

금이 크게 인상되었다. 브라질 정부는 최근 들어서 노동조합과 비공식적 협의를 시작했

다. 우즈베키스탄은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의견 및 노동부, 재경부 등 

이해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데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최저임금도 2006년도 10달러수준에서 2010년 30달러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되었

다. 노사관계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정부의 영향력이 큰 프랑스는 노사단체 의견을 듣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자문위원회’(Groupe d'experts)의 보고서를 기초로 정부의 재량

에 의한 인상률을 더하여 결정하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과거에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개정 할 때 공개적 노사정 삼자 구성의 

사회경제협의회(SER)에 자문 의무가 있었지만 현재 그 의무는 없다. 또한 정부가 동결할 

경우 그 결정 전에 의회에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콜롬비아는 노사정 동

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만장일치로 결정할 것을 법정하고 있으며 일정 시한

까지 결정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결정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임금의 70%에 달할 만

큼 높지만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아르헨티나는 노사 각 16인과 위원장 1인(정부 임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 2/3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완전한 단체교섭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두 

번의 회기 동안 결정이 안 될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최저임금의 결정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0%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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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권고하며 정부는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그러나 정부

는 삼자기구의 공식적 권고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하지만 삼

자기구 내의 권력관계는 다를 수 있다. 노사 간의 논쟁에서 정부는 단지 중

재만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대표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항하여 정부와 연합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터키에서는 삼자기구의 역할이 특히 강하다. 최저임금산정위원회는 직접적

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구 내에서 사용자단체와 정부가 연합하여 노동조합에 반대표를 던진다

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 비정부 부처형기구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

해 정부에 권고자문하는 기관으로 각 분야별 공개경쟁을 통해 개인자격으로 

임명된 노·사·공익 위원으로 구성된다. 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거부하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사실상 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셈이다. 정부

대표를 제3자로 하여 참여시키는 것보다 대신는 독립적인 전문가를 포함하

는 삼자기구를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메커니

즘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나 독일과 같이 노동조합의 활동이 강한 소

수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이 저임금 부문의 성장을 막을 만큼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최저임금은 임금 협상 과정

의 결과로 합의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거나 모든 경제 분야를 보

호하지 못하고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저임금 부문은 빠른 속도로 증

가한다. 노동조합이 모든 산업과 심지어 상대적으로 강한 산업 내의 모든 기

업들을 보호할 힘을 잃었던 독일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기

업과 산업 내에서 임금 평균 값 혹은 임금 중간 값과 비교해 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도구로써 세계 모든 국가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저

임금구조의 완화 또는 최저임금의 결정이 노사의 역학관계에 의해 크게 영

향을 받는다는 방증이기도하다.



- 21 -

다. 최저임금의 이행확보27)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과 방법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이 있다고 하더라

도 실제로는 최저임금 수준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은28) 최저임금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 최저임금의 수준, 적용범

위, 감액 적용대상의 과다 등이 최저임금 미만 임금 근로자 수에 영향을 미

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이다.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노사의 인식제고 등을 

통한 자발적 이행이 바람직하나 자발적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정적

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 또는 법률에 의거한 집행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체제의 구축은 비자발적 이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 이행을 유

도하는 효과가 있다. 집행체제는 집행을 위한 법제의 정비, 감시, 감독과 조

사를 비롯한 집행활동,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제도 이행은 설득전략, 안내와 교육, 감독, 제재, 근로자의 집단적 

대응이라고 하는 수단에 의해 주로 보장된다.

(1) 자발적 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

27) 이하의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2012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12 ; 이승렬 

외,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 - 미국·영국·호주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

원, 2012 ; Benassi, The Implimentation of Minimum Wage: Challenges and 

Creative Solution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1을 주로 참조하였다. 

28)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저

임금미만율’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미만율은 2011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

구조사부가조사｣ 결과에 따를 때 10.8%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근로자 10명 가운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명을 넘는다는 것이다. 2011년의 ｢고용형태

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결과)로는 최저임금미만율이 6.1%였다. 조사특성의 차이로 

양 통계조사의 결과가 다르긴 하나 두 통계결과로 볼 때 실제 최저임금미만율은 6~1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서는 정진호·강승복, ｢임금실태분석보고서｣, 최

저임금위원회, 2012 참조. 최저임금미만율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 국가도 많고, 

국가마다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산정방식, 임금체계, 통계조사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한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지 않은 한 

최저임금미만율이 낮다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의 정도가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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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를 통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최저

임금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만큼 최저임금 이행 확보에 효과

적인 수단은 없을 것이다. “공정지불-페어플레이(fair pay-fair play)”의 원

칙과 같은 공통된 가치와 믿음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사회적 공

감대를 형성함으로써29)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려는 문화를 정착

시키는 것은 최저임금의 자발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저비용의 가장 효율

적인 전략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스스로 동의했기 때문에 하향식 규제 보다는 공유된 규

칙을 더 준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행위자가 논의하

고 합의해 온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조하는 것은 모호한 규칙에 의한 비준수

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상적 견지에서 볼 때,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노사

대표가 참여하여 사회적 파트너 간의 합의 지향적 협의·협상 과정의 결과로

서 최저임금이 노사대표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설정되고, 그 다음으로 정부에 

의해서 제도화 된다면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이 정부에 의해 하향식으로 결정

된 경우보다 이를 더 준수하게 된다.30) 또한 삼자기구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은 노사 간의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막고 최저임금 관련 법률의 공통된 해

석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야별 혹은 직업별 최저임금보다 비

교적 간단한 국가 최저임금 체계가 선호될 수 있다.

강력한 합의를 기반으로 한 최저임금이 제대로 준수되기 위해서는 최저임

금제도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는 홍보 강화로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인지가 당사자 간에 널리 알려져 있지

만, 이는 주로 시급인 경우에는 명확히 근로자 자신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29) 사실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들은 최저입금을 준수하는 다른 사람들과 공정

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또한 저임금을 지불 받은 근로자들은 국가의 보조

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에의 결과 노동비용 절감에 의해 파생된 이익은 공

공 비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30) 우루과이는 이런 최저임금 설정과정의 좋은 예다. 2005년 우루과이 정부는 부문별 3자

구성 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일 년에 두 번 이를 조정한다. 최저

임금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지원은 과거 20년간 일어났던 실질 최저임금의 감소를 막았

다. 실제로 2008년 최저임금은 2000년보다 176% 증가했고, 최저임금인상은 성별, 지역

별, 교육수준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해왔다. ILO, Global Wage Report 2008/09: 

Minimum Wages and Collective Bargaining, 2008, p.55, p.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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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시급이 아닌 경우에는 잘 알

지 못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사업주는 자신이 지불하

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근로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비준수를 막기 위해서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에게 교

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제공과 교육은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높

이는 데 기여한다.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을 준수하

지 않는 사업주들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자발적 이행 확보를 위한 설득전략이나 안내, 교육 등은 장기적, 주기적으

로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최저임금의 자발적 이행을 위

한 저비용 고효율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

건과 예산상 제약 등에 의해 모든 나라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1)

(2) 감시와 감독

사전적으로 최저임금의 자발적 이행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하더라

도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의도적인 최저임금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

31) 최저임금 이행을 위해 사전적인 중요 수단으로서 최저임금 홍보 캠페인, 안내 등을 통

해 당사자와 시민들의 최저임금에 관한 의식 제고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을 꼽을 수 있다. 영국은 라디오 광고, 커뮤니티 지역방송, 포스터(버스 및 

지하철 정류장 등), 홍보용 방문 버스, 이민노동자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등 매우 다양

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총선 이후 ‘포괄적 지출검토’ 제도(Spending 

Review)하에서 홍보비 삭감이 이루어져 언론 보도나 직종 협회 등 중간 조직을 통해 정

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체 홍보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가 가장 절

실히 필요한 취약노동자일수록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중간 조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

기 때문에 여전히 공적 광고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홍보 예산의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318 행복일터 캠페인’,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정책에는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기 위하여 사업주 단체와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최저임금 홍보자료, 연소근로자 표준근

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친권자(후견인)동의서 양식 등을 제작,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것

이 포함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는 최저임금 고시안내, 적용근로자, 최저임금 

산정방식, 기타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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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나 사후 적

발 측면에서 현장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감독에 관한 법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감독은 최저임금제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주요 수단이 된

다. 하지만 근로감독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인원과 장비, 훈련 등의 제약으

로 인하여 노동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감독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32) 이에 

따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국에서처럼 ‘우선순위’ 전략, 즉 자원

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험’하다고 간주되어지는 부문을 표적

으로 하는 전략이 채택되거나, 미국에서처럼 주로 근로자들의 민원에 초점을 

둔 근로감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33) 만약 근로감시가 근로자들의 민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민원절차에 대한 쉽고 안전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과 호주 같은 나라들은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비밀 직통 전화

를 제공한다. 또한 나라에 따라서는 근로감독자들이 낮은 보수로 인해 사업

주와 결탁하는 부패의 위험이 효과적인 근로감독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

런 문제에 대응해 브라질 정부는 효과적인 부패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당사자와의 관계 형성을 막기 위해 최대 12개월 동안만 

감독자들에게 구역을 제한하여 할당하고 감독자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

해 꽤 높은 보수를 지불한다.

(3)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와 구제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34) 최저임금 법규나 

32) ILO는 근로자에 대한 감독자 비율 기준을 경제 발달 정도에 따라 산업시장국가는 

1/1,000, 산업화국가는 1/5,000 과도기적 국가는 1/20,000, 저개발국가는 1/40,000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국가들이 이 비율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ILO, Strategies 

and Practice for Labour Inspection, GB.297/ESP/3 Governing Body 297th Session, 

2006, p.4 참조.

33)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최저임금 지킴이’ 활동 사업을 

통해 취약 업종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사업주에 대해 시정요구와 행정 및 사법 조

치를 시행하거나, 1350 상담전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알바 신고센터 등을 운영

하고 있다.

34) 아르헨티나처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구제 관련 규정이 없는 나라도 

있고, 브라질이나 파라과이처럼 처벌 규정 없이 피해 구제 절차만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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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법·고용관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한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근로감독기관의 지급(또는 시정)명령 또는 소송에 의해 피해가 구제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인해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위반행위로 얻는 편익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만이 고용주

의 비준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실효성 있는 

제재는 최저임금 집행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몇몇 국가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일정 범위의 과태료35)를 부과한

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1,000내지 3,000유로의 과

태료를 부과하고, 뉴질랜드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그 금액을 정한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일정 범위의 벌금을 부과할 것

을 법정하고 있다. 모로코, 튀니지와 프랑스에서는 법정된 고정액의 벌금에 

최저임금을 지불 받지 못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벌금을 산정하고, 네덜란드는 

1인당 최대 6,7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악질적 위반자에 대해서

는 벌금의 50%를 할증한다.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알제리, 벨기에와 도미니

카공화국은 두 배의 벌금을, 프랑스에서도 1년 이내 재적발 시 두 배까지 벌

금을 증액할 수 있다. 과테말라와 베네수엘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주

가 벌금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주를 투옥시킬 수도 있다. 아일랜드, 인

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태국, 포르투갈,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범죄의 심

각한 정도에 따라 금고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최

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형사소추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체불금

이 지불된 경우에 단순히 위반 사실만을 이유로 하는 형사기소가 이루어지

기는 어렵다. 다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이나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취급을 한 경우 또는 근로감독관의 업

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 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예컨

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한 영국에서도 고용주의 방해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기소가 몇 건 있을 뿐이어서 최저임금 관련 문제에 대한 형

사기소의 경우는 고용주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책으로 고려되지 못할 만큼 

드물다.

35) 국가별로 과태료, 벌금, 또는 법칙금의 정확한 개념과 성격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여기

에서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로감독기관이 결정하는 금전적 벌칙을 행정적 제재로 

보았으며, 그 외는 형사적 제재인 벌금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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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 근로자는 근로감독기관의 지급명령, 합의·중재에 의해 체불금을 

지급받거나, 자신이 직접 또는 근로감독기관이 대신 제기한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의 진행은 개인의 권리 실현을 

용이하게 만들지만 이것은 또한 근로들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되어 결국 저

임금 지불을 고발하는 것에 대한 제지를 내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근

로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그들이 보호받으며 항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치들이 요구된다. 우선 완전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불충분한 보상은 

피해 근로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사용자의 위반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태국에서는 연간 1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미국과 중

국에서는 체불금에 손해배상금이 부가되는 것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체불임금의 소급적용에 대해 시간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들에게 공정해 보이지는 않는다. 신속한 

피해구제절차도 중요하다. 장기간의 어려운 관료적 절차는 근로자들이 호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보상을 위한 대기시간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절차를 신속하고 융통성 있도록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분쟁을 기업의 

중재위원회 혹은 부문별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분쟁해결방식은 스위스의 외식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고용주와 근로

자대표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인 감독공동위원회(supervisory joint 

committee)는 단체협약 준수 여부를 감시하며 각각의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체불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제재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의 비밀보장이 침해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이스라엘과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는 고용주가 

저임금지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고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 미국 등 그 외의 많은 국가에서도 

고용주의 보복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민원제기나 구제신청이 그들의 일자리가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 근로자들에 의한 최저임금 이행확보가 불가능해지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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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의 집단적 대응

근로자 개인은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제도 위반의 사

실을 알려서 이행을 촉구할 협상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근

로자대표나 대표기관이 나서서 근로자 개인의 불리한 처지를 완화시켜 줌으

로써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하게 보복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대신해 행동할 수 있는 노동단체에도 고

용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호주에서는 집단소송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며 임금이 적게 지불되었을 

때 노동단체 또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미국

가. 연혁36)

미국에서 최초의 최저임금법은 1912년 메사추세츠 주에서 여성 및 연소자

를 대상으로 제정되었으나, 결정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급지불

이 강제되지 않고 해당 업자의 이름을 신문에 공표하는 것으로 강제력이 약

한 것이었다. 이후 1923년까지 13개 주에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들 주에서도 최저임금제도의 대상은 여성과 연소자로 이는 당시 이들이 저

임금으로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정의 당초부터 최저임금법은 헌법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되

었고, 1923년에 연방대법원은 와싱턴 디시의 최저임금법을 위헌으로 판결하

였다. 그 이유는 고용에서의 계약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수년 

내에 7개 주에서 각 주의 최저임금법이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1930년대의 세계적 대불황의 와중에서 빈곤과 저임금이 확대됨에 따라 최

저임금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갔다. 그 전의 최저임금법에서는 생계비를 기

36) 笹島芳雄, “アメリカ合衆國の最低賃金制度の經緯, 實態と課題”, 日本勞働硏究雜誌 , 593

호, 2009, 55-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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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으나 그것에 노동의 

공정가치도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유형의 최저임금법이 1933년에 뉴욕 주에

서 성립한 후 같은 해에 다른 5개 주에서도 성립하였다. 1933년에는 심각한 

불황 하에서 전국산업부흥법이 성립하였고, 동법에는 “고용주는 대통령에 의

해 규정된 최저임금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연방대

법원이 1935년에 전국산업부흥법을 위헌으로 판결하여 그 부분은 삭제되었

다. 

뉴욕 주의 새로운 유형의 최저임금법도 소송의 시련에 직면하여 1936년에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되었다. 한편, 와싱턴 주의 최저임금법을 둘러

싼 소송에서는 1936년에 주 최고법원이 합헌으로 판단하였고, 그 후 연방대

법원에 상고되었다. 1936년 선거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선된 후 1937년

에 연방대법원은 그 때까지의 판단과는 달리 와싱턴 주의 최저임금법에 대

해 합헌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38년에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을 포함한 연방법인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이 제정되었

다. 동법은 근로자의 건강, 능력 그리고 복리를 유지하는 최저임금수준의 달

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1941년

에 합헌판결이 내려져 연방최저임금제도가 확립되었다. 연방최저임금제도는 

그 때까지의 주최저임금법과는 다른 특색이 있다. 첫째, 최저임금의 적용을 

여성, 연소자에 더하여 남성도 적용대상으로 한 점, 둘째, 시급에 의한 최저

임금을 법률로 규정한 점, 셋째, 연령과 성에 의한 임금차를 설정하지 않고 

일률화한 점 등이다.      

나.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미국의 최저임금제도는 공정노동기준법에 근거한 연방최저임금제도와 각 

주법에 근거한 주별 최저임금제도가 있다. 공정노동기준법에 따르면 연방최

저임금은 주간통상을 위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또는 연간 매출이 5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간부사원, 관리직, 전문직, 계절적 오락시설에 고용된 근로자,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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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 근로자, 신문배달 종사 근로자, 소규모 농가에 고용된 농업근로자, 임시

고용의 베이비시터, 고령자･병약자의 고용 간병인, 특정의 기능을 가진 컴퓨

터 직문직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3조). 

최저임금액의 결정･개정과 관련하여 연방최저임금은 의회의 법률 제정에 

의해 결정된다. 연방최저임금은 연방의회에 최저임금개정안이 제출되어 상하

원에서의 심의결과 개정이 승인되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에 의해 개정이 

이루어진다. 연방최저임금은 매년 인상이 정기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아니며 

인상의 설정기준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37)  

공정노동기준법 제정 당시 연방최저임금은 시간당 0.25달러로 설정되었고, 

동법은 주간통상을 위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으

며, 많은 적용 제외 업종이 있었다. 그 후 금액의 인상, 적용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져 2007년 7월 24일에는 연방최저임금액이 5.85달러, 2008년 7월 

24일에는 6.55달러, 2009년 7월 24일에는 7.25달러로 인상되었다(제6조 ⒜

⑴).38) 최저임금액은 공정노동기준법 자체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경

을 위해서는 동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 최저임금의 준수확보

최저임금은 공정노동기준법에 따라 규제되는데 동법의 집행을 맡은 감독

기관은 노동부의 임금･근로시간국(Wage and Hour Division)이다. 2008년 

WHD는 공정노동기준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을 1억 8,500만 달러 이상 구

제하였고, 체불임금 중 88%는 시간외수당을 위반한 경우이고 나머지는 최저

임금 규정을 위반한 경우였다.39)

공정노동기준법은 공정노동기준법의 준수상황에 관한 조사감독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조사관은 기업 등에 출입하여 임금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하고, 종업원을 심문하며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주노동법의 담당 당국의 동

37) 松尾義弘 外, ｢歐米諸國における最低賃金制度｣, 勞働政策硏究･硏修機構, 2008, 9면.

38) 松尾義弘 外, ｢歐米諸國における最低賃金制度｣, 勞働政策硏究･硏修機構, 2008, 7면. 

39) 배효진, “미국의 최저임금법”,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2년 8월호,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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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협력에 근거하여 주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에게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의 보존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공정노동기준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조사관에게 법위반의 정보제공을 행

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최저임금 위반을 의도적으로(willfully) 또는 반복하여(repeatedly) 행한 경

우(고의범 또는 재범의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위반 건당 1,100달러까지의 제

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조 ⒠⑵). 노동부장

관이 제재금의 적정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규모와 위반의 중대

성을 고려해야 한다(제16조 ⒠⑶). 사용자가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소송을 제기하여 징수한다(제16조 ⒠⑶(B)). 공정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금고형과 같이 형사적 처벌 이외에 별도로 노동부장

관이 제재금(민사금전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에 의한 이러

한 제재금은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최저임금법 위반 시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공정노동기준법 하에서 근로자의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은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최저임금 또는 시간외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본인이 제기

하는 소송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미지급분의 임금과 그와 동액의 부가배상금

(liquiated damages)을 청구할 수 있다(제16조 ⒝). 둘째, 노동부장관이 근

로자를 대신하여 최저임금 또는 시간외임금의 미지급분과 그와 동액의 부가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6조 ⒞). 이 경우 근로자로

부터의 신청을 요하지 않으며, 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노동부장관은 공정노동기준법 위반에 대한 금지처분(injunction)으로서 

최저임금 또는 시간외임금의 미지급분의 지불(부가배상금은 포함되지 않음)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7조). 노동부장관이 위 둘째 또는 셋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근로자 본인은 위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편, 공정노동기준법은 최저임금, 시간외임금 등을 위반하여 생산된 제품

의 출하 등 주간통상을 금지하는 이른바 ‘hot goods'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15조 ⒜⑴). 이 조항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1990년대 섬유산업 규

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노동부(WHD)는 섬유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소규모 하청업체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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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법 준수의 개선효과가 크지 않게 되자 1990년대 후반에 전략을 바

꾸어 hot goods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생산된 섬유

제품의 배송을 금지하였고, 제조업체가 하청업체들의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

록 강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체불임금을 모두 지불하게 한다는 조건하에

서 운송금지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의 배송을 허락하였고, 이러한 조치로 법 

준수 상황이 개선되었다.40)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형사벌로 고의의 위반자에게는 최고 1만 달러의 벌

금(fine) 또는 최고 6개월의 금고(imprisonment) 내지 양자의 병과가 있고, 

다만 최초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과해지지 않는다(제16조 ⒜).

미국의 많은 주들은 연방법인 공정노동기준법과는 별개로 주 차원의 노동

법들을 제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방 집행기관인 노동부 임금･근로시간

국과는 별개로 최저임금법 집행기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뉴욕의 경우 뉴욕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체불임금을 징수하고 체불

임금의 200%까지 이자나 제재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41)

3. 영국

가. 연혁

영국의 노사관계는 전통적으로 집단적 자유방임주의 하에서의 노사자치를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종래 최저임금은 단체교섭에 의한 임금결정의 보완

물로서 도입･시행되었다. 1909년의 산업위원회법(Trade Board Act 1909)

에 의해 도입되어 1945년 임금심의회법(Wages Councils Act 1945)으로의 

개정을 통해 지속되었던 최저임금제는 신자유주의 보수당 정권하에서 1993

년에 폐지되었다가 1998년 ‘제3의 길’을 정책 기조로 하는 토니 블레어 노

동당 정권하에서 제정된 전국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40) 배효진, “미국의 최저임금법”,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2년 8월호, 

32-34면 참조.

41) 배효진, “미국의 최저임금법”,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2년 8월호,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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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에 의해 전국적 최저임금제도로 부활하였다. 1999년에 시행된 전국적 

최저임금제는 지역이나 산업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률을 정하고 

있다.42)  

2008년 고용법(Employment Act 2008, 2009년 4월 6일부 시행)은 고용

관련 제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 최저임금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한 민･형사 

제재의 강화, 감독관의 조사권한 강화 등이다.43)   

나. 최저임금의 결정방식44)

1998년 최저임금법에 의거한 최저임금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담당 

국무장관이 1999년 최저임금규칙(National Minimum Wage Regulations 

1999)을 시행하는 것에 의해 실시된다. 매년 이루어지는 최저임금액의 개정

이나 적용범위,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변경은 1999년 최저임금규칙을 개정하

는 매년의 규칙의 시행에 의해 이루어진다. 

현재 최저임금정책 및 제도는 비즈니스･혁신･기능부(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가 소관하며, 운영과 집행은 세입관

세청(HMRC)의 소관이다. BIS는 제도의 이행과 집행요소를 포함하여 정책을 

입안한다. 정책의 입안과 개정은 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중심으로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이루어진다. 최저임금액 결정 기준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1998년 법은 저임금위원회가 영국 경제 전체 및 그 경

쟁력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권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1999

년 제도 도입 시에는 22세 이상의 성인 최저임금과 18-21세의 청년 최저임

금 두 종류의 임금률이 설정되었으나, 2004년부터는 16-17세에 별도의 최

42) 이승렬 외,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 - 미국･영국･호주를 중심으로｣, 한

국노동연구원, 2012, 40면 참조.

43) 김삼수, “영국의 최저임금 준수정책: 2009년 신집행체제를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 한국노동연구원, 2012년 8월호, 17면 참조.

44) 이상의 내용은 이승렬 외,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 - 미국･영국･호주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2, 43-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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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이 설정･적용되었고, 2010년부터는 양성훈련생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

금이 설정되어 현재 4종류의 최저임금률이 존재한다. 

최저임금법은 정규직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 임시직근로자, 가내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에게도 적용되지만, 의무교육 종료 연령 전의 근로자, 

순수 자영업자, 도제근로자의 일부, 군대종사자,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봉사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최저임금의 준수확보45)

최저임금법의 집행부서인 세입관세청(HMRC)은 전화상담, 최저임금이행감

독관의 두 가지 감시･감독 기구에 의해 최저임금의 이행을 확보하는 집행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화상담은 가장 중요한 감시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며, 

감독관은 최저임금의 집행담당관으로서 법률적 행동을 통해 최저임금의 집

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BIS국무장관은 전국최저임금법의 실시를 위해 

행동하는 담당관으로서 최저임금이행감독관을 임명한다. 감독관은 전국 주요 

지역에 설치된 팀에 소속되어 팀별로 최저임금의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의 주요 업무는 다섯 가지이다. 근로자나 제3자로부터 helpline을 통해 접수

된 최저임금 미지불에 관한 민원신청에 대응,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불의무 

준수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사용자의 임금기록 조사, 최저임금의무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 촉진, 체불금 확보, 근로자를 대신한 고용법원에 고발 등이다.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법률상 최저임금 지불을 확보하

는 수단으로서 두 가지가 보장되어 있다. 하나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지불청구소송을 고용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

가(HMRC)가 근로자를 위해 행하는 강제수단이다. 1998년 법에 의해 체계

화된 최저임금의 집행체제 및 준수정책은 2008년 고용법에 의해 크게 변화

되었다. 개정 이전의 HMRC에 의한 최저임금의 집행은 ‘helpline에 문의 및 

미지불 민원신청 → 조사(방문조사 포함) → 조사종료 → 불이행 확인 → 이

45) 김삼수, “영국의 최저임금 준수정책: 2009년 신집행체제를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 한국노동연구원, 2012년 8월호, 15-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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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통고와 과태료통고46) → 고용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소송(민사적 제재) → 

형사소추(형사적 제재)’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적고, 특히 형

사적 제재가 사실상 기능부전에 빠진 것은 물론이고, 집행프로세스상 그 이

전 단계에 속하는 과태료 부과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과태료 또한 

5천 파운드가 최대한도였다). 이러한 집행체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강화된 준수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상 제재를 강화하여 ‘미지불통고’ 체제와 자동적 과태료부과제도

를 도입하였다. 종래의 이행통고와 과태료통고를 폐지하고 이를 일원화하여 

단일의 미지불통고(a notice of underpayment)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통고

는 통지서상의 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불금의 지급과 과태료(financial 

penalty)의 납부를 내용으로 한다. 과태료의 액수는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된 

총 근로자들의 미지불금액 총액의 1/2로, 최저 1백 파운드, 최고 5천 파운드

이다(통고일 14일 내에 통고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과태료는 

50% 감액된다).47) 과태료는 조사개시 시점에서 미불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

우에 부과된다. 따라서 미지불통고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지불통고에는 최저임금 체불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설정된다. 미불금의 지

급을 요구하는 이행통고를 발한 후 이행통고의 불이행 시 별도로 과태료통

고를 발하는 종래의 제도와는 달리 미지불통고가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과

태료부과가 이루어진다. 불이행확인=미지불통고=과태료부과의 체제이다(사용

자가 통고에 불복하는 경우 4주 내에 고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

용자가 미지불통고를 준수하지 않으면 HMRC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관할 법

원(고용법원 등)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48)

다음으로, 형사벌칙을 강화하였다. 종래의 1998년 법에서 위반행위에 대

한 형사소추는 하급법원인 치안판사법정에서 가능했으며, 최고 벌금형은 위

반 건당 5천 파운드에 불과했다. 민사적 제재만으로도 최저임금 미지불을 억

제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2008년 고용법은 최저임금 위반

46) 과태료통보는 위반 대상 근로자 1인당 이행통보일로부터의 일수에 최저임금액의 2배를 

곱한 금액을 과하는 취지의 통보이다. 松尾義弘 外, ｢歐米諸國における最低賃金制度｣, 勞

働政策硏究･硏修機構, 2008, 56면.  

47) Astra Emir, Selwyn's Law of Employment, Oxford, 2011, p.268.

48) Astra Emir, Selwyn's Law of Employment, Oxford, 2011,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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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해 치안판사법정만 아니라 형사법원(Crown Court)에서도 재판이 

가능케 했는데, 형사법원에서는 벌금형의 상한이 없기 때문에 보다 높은 벌

금형이 가능하다.   

또한 체불금 산정 시 새로운 계산방법을 도입하여 미지불이 발생한 시점

에서부터의 시간적 경과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종래 체불금은 미지불이 발생

한 지불대상기간(pay reference period)의 최저임금률(평균)을 기준으로 계

산되었는데 2008년 고용법은 체불금을 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도

록 산정방법을 개정하였다. 즉 지불대상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

액(A)에다가 그 과소지급 시에 적용되었던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률(R1)을 

곱하여 나온 값에 해당 근로자의 현행 최저임금률(R2)을 곱하여 계산한

다.49)

한편, 영국 정부는 2010년 10월에 최저임금법 위반 고용주의 명단을 공개

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고 2011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명단공개

정책은 일종의 ‘사회적 제재’라고 할 수 있다. 

 

4. 프랑스

가. 연혁

SMIC(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이라 불리는 

프랑스 최저임금은 SMIG(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이

라는 이름으로 1950년에 도입되었다. 1950년 2월 11일 법률(단체협약 및 

노동쟁의의 해결절차에 관한 법률)은 임금에 관한 자유교섭의 원칙을 세움과 

동시에 임금은 업종 간 보장최저임금(SMIG)을 하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였다. 1952년 7월 18일 법률에 의해 물가변동에 따라 SMIG를 자동적

으로 조정하는 체계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물가지수만을 고려했던 당시 제도

는 평균임금의 상승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구매력 저하의 문제가 나타

났다.50) 그리하여 1970년 1월 2일 법률에서 SMIG는 SMIC으로 대체되었

49) Astra Emir, Selwyn's Law of Employment, Oxford, 2011,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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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변화는 최저임금의 개념 그 자체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SMIG가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에 반해 SMIC

는 최저임금층에게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의 성과가 배분되는 것으로 하는 

목적을 포함하였다. 즉 SMIC 인상 시에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상승도 고려하는 것으로 되었다.51) 

SMIC 최저임금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간당 9.4유로이다. 프랑스 최저

임금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09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최저임금이 중간치 소득의 48%인데 반해 프랑스는 60%

에 육박한다.52)  

나.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노동법전에 의하면, 최저임금(SMIC)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구매력과 국가

의 경제발전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L.3231-2조). 최저임금

(SMIC)은 시간급으로 정한다. 그 결정에는 세 가지 메카니즘이 작동한다. 첫

째, 물가슬라이드제다. 직전 SMIC 개정 시부터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물가지수 공표 다음 월의 1일에 SMIC가 물가상

승분만큼 자동적으로 인상된다. 둘째, 경제성장과의 연계이다. SMIC는 매년 

전국단체교섭위원회의 답신 후에 각료회의의 데크레(일종의 시행령)에 의해 

설정된다.53) 이 때 SMIC의 구매력 상승률은 육체노동 근로자 기본시급의 

구매력 상승률의 절반을 하회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정부재량이다. 정부는 

SMIC 개정 시에 위 두 가지 메카니즘으로부터 산정되는 율을 초과하여 

50) 김상배, “프랑스의 최저임금 현황”,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2년 9월호, 

61면.

51) 松尾義弘 外, ｢歐米諸國における最低賃金制度｣, 勞働政策硏究･硏修機構, 2008, 32면. 

52) 김상배, “프랑스의 최저임금 현황”,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2년 9월호, 

61-62면 참조.

53) 2009년 발표된 데크레에 따르면 총리는 최저임금 재평가를 위해 전문가집단을 구성하

고, 이들은 매년 12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전국단체교섭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

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김상배, “프랑스의 최저임금 현

황”,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2년 9월호,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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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C를 인상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에 의한 후원(coups de pouce)로 불리

는 것이다. 1997년 이래로 인플레율이 낮은 추이였기 때문에 SMIC의 인상

은 매년 1회, 7월 1일(2010년 이후에는 1월 1일)에 위 3가지 요소를 포함

하여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전년 5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A, 전년 3

월 대비 육체노동 근로자 기본시급의 구매력 상승률을 B, 정부재량을 C로 

한다면 SMICD의 개정률=A+1/2B+C가 된다. 1998년 이래 SMIC 금액(시

급)의 추이를 보면, 1998년 6.13유로, 1999년 6.21유로, 2000년 6.41유로, 

2001년 6.67유로, 2002년 6.83유로, 2003년 7.19유로, 2004년 7.61유로, 

2005년 8.03유로, 2006년 8.27유로, 2007년 8.44유로 등이었고, 2012년은 

9.4유로이다.54)   

다. 최저임금의 준수확보

최저임금(SMIC)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지급된 근로자 1인

당 최고 1,500유로의 벌금이 가해진다. 1년의 기간 동안 재범의 경우 사용

자는 최고 3,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개의 재범이 발생하는 경

우 새로운 재범의 횟수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누적 적용을 받는다.55) 

근로감독기관이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데, 2005년 통계에 

따르면 근로감독기관은 9만 42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총 21만 6,892회의 조

사를 실시하여 73만 6,203건의 법령 위반을 확인했다. 그 중 최저임금

(SMIC)에 관한 법령 위반은 424건으로, 근로감독기관은 그 중 19건에 대해

서만 조서를 검찰에 송치하는 조치를 하였다. 

판례에 따르면,56)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

로 사후에 합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반죄가 성립하게 된다. 형사

적 제재 외에도 사용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하는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

54) 松尾義弘 外, ｢歐米諸國における最低賃金制度｣, 勞働政策硏究･硏修機構, 2008, 34-36

면 참조. 

55) 이상의 내용은 Social 2012, Francis Lefebvre, 2012, p.1145.

56) Cass. crim. 1977. 10. 6. n° 76-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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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사용자는 필연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

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57)

5. 일본

가. 연혁

1947년에 제정된 노동기준법은 ① 행정관청에 의한 최저임금의 결정, ② 

중앙･지방임금위원회의 설치, 노사공익 3자구성제와 위원동수제, ③ 임금위

원회의 선조사･선의견제출방식, 임금사항의 건의권, ④ 최저임금의 효력과 

적용 외 근로자 등을 규정하여 최저임금제도를 법정하였다.58) 그러나 동법

은 최저임금을 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행정관청(노동대신)의 재량에 위임하자 

동 관청은 1959년 최저임금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최저임금을 정

하지 않았다.59)  

1959년 4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노동기준법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의 

규정은 삭제되었다. 최저임금법은 ① 3종의 최저임금(업종별, 직종별, 지역

별), ② 4종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업자간 협정방식, 업자간 협정확장적용방

식, 단체협약확장방식,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따른 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직, 감독기구, 실효확보조치 등을 규정하였다.60) 

ILO 제26호 협약 등의 비준을 둘러싸고 업자간 방식의 협약 적합성이 문

제가 되어 1968년에 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법은 업자간 협정방식과 업자간 

협정확장적용방식을 폐지하는 한편, 단체협약확장방식을 유지하고 심의회방

식의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관계 노사의 신청에 의한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

심의방식을 설치하였다.61)

57) Cass. soc. 2011. 6. 26. n° 10-12.884.

58) 東京大學勞働法硏究會, ｢注釋勞働基準法｣, 有斐閣, 2003, 435면.

59) 管野和夫, ｢勞働法 (제7판), 弘文堂, 2005, 218면.

60) 東京大學勞働法硏究會, ｢注釋勞働基準法｣, 有斐閣, 2003, 435-436면.

61) 東京大學勞働法硏究會, ｢注釋勞働基準法｣, 有斐閣, 2003, 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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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방식으로는 단체협약확장방식에 의한 최저임

금과 심의회방식에 의한 최저임금이 있다. 후자에는 도도부현(지역)별 최저

임금과 산업별 최저임금이 있고, 산업별 최저임금에는 단체협약케이스와 공

정경쟁케이스가 있다. 

(1) 단체협약에 근거한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정한 단체협약이 일정 지역에서 지배적인 경우 그 지역 내의 

동종의 노사 전부에게 확장적용하는 것이다. 그 요건은 ① 일정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의 대부분(제도운용상 3분의 2 정도

이고 실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되나 60% 미만으로 되지는 않는다)이 

최저임금액의 정함을 포함한 단체협약(또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같게 하는 2

개 이상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것, ② 해당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

조합 또는 사용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것이다. 대

륙법계 국가와 달리 기업별노조에 의한 기업별교섭이 지배적인 일본의 노사

관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기능상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

다.62) 그리하여 일본에서 최저임금제라고 하면 실제상은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근거하여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말하고, 여기에는 지역별 최저임금과 산업별 최저임금이 있다.

(2) 지역별 최저임금

일본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은 각 도도부현마다 정해져 있는 지역별 최저임

금제도이다. 이것은 각 도도부현의 지방최저임금심의회의 심의에 근거하고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이 결정하는 해당 도도부현의 전 종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지역포괄의 최저임금이다. 

62) 東京大學勞働法硏究會, ｢注釋勞働基準法｣, 有斐閣, 2003, 4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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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최저임금의 매년 개정에 대해서는 먼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매

년 7월 그 해의 관련 경제･노동지표를 참고로 그 해의 기준으로서 인상률

(액)을 결정하고, 각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매년 8월 이 기준을 참고로 하면

서 해당 도도부현의 경제･노동지표를 기초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체계이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종래 일급과 시간급으로 설정되었으나 고용형태의 다

양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서 2002년부터는 시간급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도쿄 등 5도부현이 가장 높은 A랭크가 되고 그 

밖의 현은 B, C, D랭크로 나누어지며, 가장 높은 A랭크의 최저임금을 100

으로 했을 때 D랭크의 가장 낮은 현의 최저임금은 85.4이다.63)

(3) 산업별 최저임금

지역별 최저임금은 해당 지역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에 산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확

보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1981년과 1982년의 답신에서 작은 범위의 산업별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정하였다. 이에는 단체협약케이스와 공정경쟁케이스가 

있다. 단체협약케이스는 노동조합이 각 지역의 소규모 산업 내의 동종 근로

자 1/2(개정의 경우 1/3) 이상을 커버한 경우에 이들 협약을 기초로 최저임

금심의회의 심의에 의해 해당 동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

게 하는 구조이다. 공정경쟁케이스는 사업의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최저임금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대략 1/3 이상의 합의에 의한 신청이 

있으면 최저임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케이스에 필요한 협약 적용률을 달

성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임금의 부당한 인하 경쟁방지를 위하여 최저임금

을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발동된다.64)

63) 이상의 내용은 管野和夫, ｢勞働法 (제7판), 弘文堂, 2005, 219-220면 참조. 

64) 管野和夫, ｢勞働法 (제7판), 弘文堂, 2005, 221-2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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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저임금의 준수확보

최저임금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날(또는 30일 경과 후의 지정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행위에는 공법상의 효력으로서 벌칙이 가해진

다(제44조,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2조 제1항). 사법상의 효력으로 최저임금

을 하회하는 임금부분은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에 따른다

(제5조 제2항).

최저임금법은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주지조치와 엄격한 행

정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의 

개요를 항시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

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9조). 사용자의 의무이행을 감

독하기 위해 노동기준감독관의 입회, 검사, 질문권이 규정되어 있다(제38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불의무에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1만 엔 이

하의 벌금, 주지조치･보고･검사협력 각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5천 엔 이하

의 벌금이 과해진다(벌금 등 임시조치법에 의해 그 상한이 2만 엔으로 인상

되었다). 그러나 벌칙의 정도는 노동기준법 임금조항의 벌칙(노기법 제120

조, 30만 엔 이하의 벌금)과 비교하여 현저한 격차를 보인다. 

6. 소결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위한 경제적 제재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으로 

우선 영국의 제도를 들 수 있다. 영국은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을 

산정시점의 최저임금률로 계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그 금액이 위반행위 

발생 시점의 금액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피해 근로자에

게는 공정한 보상이 되고 위반 사용자에게는 경제적 패널티로 작용하게 된

다. 즉 사용자에게 있어서 최저임금의 준수보다 그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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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후자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경제적 제재가 부가될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노동기준법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용자를 상

대로 한 근로자 본인의 민사소송 또는 근로자를 대신한 노동부장관의 민사

소송에서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금액만큼 부가배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가

배상금의 존재는 최저임금법 위반 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사용자가 법 

준수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 판례의 경우 사용자가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면 해당 근로자는 자신의 입은 손해를 입증하지 않

더라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도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에 

따른 체불금의 지급에 더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이행확

보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운용에 있어서 체불금이 지급되면 

부과되지 않을 경우 그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영국은 

최저임금 위반확인과 함께 자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제재

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법위반을 중지시키기 위해 생

산제품의 주간통상금지와 같은 규제를 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비교법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모든 국가에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일

정 범위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법정하고 있다. 벌금은 공정하고 엄격해야 

하며, 위반 정도에 비례하고 충분한 억제력을 가져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

다. 미국의 경우 고의적인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해 최고 1만 달러의 벌금 또

는 최고 6개월의 금고(양자의 병과 가능)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최초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과해지지 않음). 영국은 종래 위반 건당 최고 

벌금형이 5천 파운드였으나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형의 상한이 없는 

형사법원에서의 재판이 가능케 하였다. 프랑스는 법정의 벌금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벌금을 산정하고, 반복적 위반에 대응하여 1년 

이내 재적발 시 두 배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최저

임금 위반에 대해 1만 엔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다가 임시조치법으로 그 상

한을 두 배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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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임금체불의 방지

1. 일반론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필수불가결의 수단으로 임금

문제는 개별 근로자는 물론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호대상이 된다.65)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련의 금품을 말한다(제2조 

제5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지급 원칙으로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

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월 1회 이상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

고 있고(제43조), 그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09조).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있

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09조).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

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 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기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체불은 도산이나 자금난 등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 임금채권의 존재 여부나 임금채권의 규모에 관한 당사자 간

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태도

에 기인하는 경우 등이 있다.  

임금체불의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은 형사적 제재로서 반의사불벌제도(제

65) 임종률, ｢노동법｣(제11판), 박영사, 2013, 3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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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조 제2항),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제37조), 체

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제43조의2) 등을 두고 있다. 반의사불벌제도는 피해

자가 처벌불원 시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법처리 과정상 

발생되는 근로감독관의 비생산적인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의 조기청산

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다시 이를 번복하기 어려워 처벌규정

의 규범력 약화, 실질적인 변제기 유예의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66) 지연

이자제도는 민법(연 5%) 또는 상법(연 6%)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연 20%)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체불임금변제를 유도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에 대한 높은 비율의 이자가 지급되도록 한 

것이지만,67) 재직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체

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는 명단공개에 따른 사회적 비난 등으로 사업주 스스

로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적인 효과를 가지나 사회적 비

난 외의 경제적 불이익조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단순한 명단공개만

으로는 임금체불 억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 미국68)

가. 중재에 의한 체불임금의 해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중재에 의한 임금분쟁의 해결을 약정한 경우 당사자

는 노동부나 법원 소송 대신에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66) 박근후 외, ｢재직 중인 임금체불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노동부연구용역보고서, 2009, 

23-28면 참조.

67) 박근후 외, ｢재직 중인 임금체불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노동부연구용역보고서, 2009, 

11면.

68) 강승복, ｢체불임금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2, 71면 이하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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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부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제재

노동부를 통한 체불임금의 해결은 노동부에 대한 진정, 노동부의 조사, 공

정노동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통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고용주가 고의

로 공정노동기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기소되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과해진다(제16조 ⒜). 2회 위반의 경우에는 구금될 수도 있다. 한편, 공정노

동기준법은 초과근무수당 등의 조항을 위반하여 생산된 제품의 운송이나 판

매를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위반 사실을 자발적

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부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제품의 통상을 금지시

킬 수 있다(제15조 ⒜⑴).

미국 노동부의 최근 자료인 2008년도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접수한 근로자 수는 223,845명이고, 노동부가 회수한 체불임금액

은 1억 8,500만 달러를 넘는다. 2008년 노동부가 해결한 진정건수는 

228,242건이며, 고용주에게 부과한 벌금은 990만 달러를 넘는다. 한편, 

2001년에서 2008년까지 노동부가 회수한 체불임금액은 14억 달러를 넘는

다.  

다. 소송을 통한 해결

근로자는 개인소송 또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과 배

상액을 청구하기 위해 개인소송을 할 수 있다. 근로자가 공정노동기준법에 

따른 권리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내지 차별을 당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법원이 공정노동기준법 위반을 인정하면 고용주는 금전적 배

상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재고용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근로자는 공정노동기준법에 따라 같거나 비슷한 처지에 놓인 근로자들과 함

께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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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가. 임금분쟁의 사전예방(임금내역서 교부제)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은 임금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임금내역서에는 임금총액, 고정임금액과 가변임금액, 임금의 지급시

기와 방법, 공제내역 등 임금액과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금내역서가 교부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임금내역서 교부제도는 임금에 관한 근

로자의 권리를 사전에 확정하여 임금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갖는다. 

나.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적 구제

영국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감독을 제외하고 우리와 같은 근로감독제

도가 없기 때문에 노동분쟁은 고용법원(Employment Tribunals)과 그 전심

절차로서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ACAS(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s Services)를 통해 해결되고, 고용법원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

사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69) 

고용권리법은 법령상 또는 계약상 근거 없는 임금공제를 금지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수령하여야 할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그 

부분적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고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임금체불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임금 전부에 대해 상당기간 지급하지 않거나 임

금체불이 고의적으로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의무위반에 해당하

여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70) 

한편, 고용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반드시 ACAS에 의한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ACAS는 행정적 분쟁해결기구로서 ACAS의 조정절차를 

69) 강승복, ｢체불임금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2, 91면 참조.

70) 강승복, ｢체불임금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2, 9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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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소 취하 등이 비교적 높게 이루어진다. 

고용법원 소송 현황을 보면 부분적 임금체불 사건이 2009-2010년 기준으

로 근로시간 사건(24.2%)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19.2%). 사전적 임금체불 

예방제도라 할 수 있는 임금내역서 사건은 0.4%로 매우 낮다.71)  

다. 고용조정기금에 의한 체불임금의 지급

정리해고, 조업단축 등의 경우 고용조정기금에서 법정 고용조정수당을 지

급하고, 파산이나 청산 시 고용조정기금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

어 있다. 체불임금으로서 보호되는 것은 고용종료일 기준 최고 8주 내의 미

지급 임금과 소정 기준 내의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 휴가수당 등)이다.72) 

 

4. 프랑스

가. 임금의 정기지급

프랑스 노동법은 임금의 지급 주기에 대하여 월급제 근로자, 비월급제 근

로자, 판매원 등으로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1회 

이상(L.3242-1조), 비월급제 근로자(임시직･재택･단시간･계절적 근로자 등)

는 월 2회 이상(L.3242-3조), 판매원은 최소 3개월 단위로 지급되어야 한

다. 판례에 따르면, 임금지급의 주기에 관한 조항은 공서에 해당하므로 임금

의 일부에 대한 연체를 허용하는 계약조항은 무효이고, 일체의 임금체불은 

그것이 비록 예외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민･형사책임을 발

생케 한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지급일의 변경은 그것이 임금지

급담당부서의 개편이나 유효한 기업관행에 기인한 것인 경우 허용된다는 것

71) 강승복, ｢체불임금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2, 97-99면 참조.

72) 박근후 외, ｢재직 중인 임금체불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노동부연구용역보고서, 2009, 

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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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의 태도이다.73) 

나. 임금체불에 대한 민･형사 제재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근로자는 체불임금에 대한 연체이

자와 더불어 임금지급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악의적으

로 임금체불을 하여 근로자에게 간접적으로 손해(예, 임금체불로 인한 세금 

체납)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업무를 중

단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파업일수에 따른 임금과 동등한 배상금을 지불하여

야 한다고 한다.74)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인 경우,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각

종 수당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급을 청구했지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체불한 경우에,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해지는 부당해고로 간주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75)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다. 임금의 지불방식, 임금의 지급주기 등

에 관한 법 규정의 위반은 3급 경범죄로 45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다.76) 

다. 임금채권의 보호

임금채권의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제도와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다. 임금채

권은 최우선채권, 우선채권, 보통채권으로 나뉘어 각각 변제순위를 달리하는

데, 최우선채권에는 최근 60일이 임금, 유급휴가보상금, 특정기간 계약종료 

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회사의 보호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리협회(AGS)가 

73) Social 2012, Francis Lefebvre, 2012, p.1147.

74) Cass. soc. 1979. 3. 14. n° 76-41143.

75) 강승복, ｢체불임금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2, 85-86면 참조.

76) Social 2012, Francis Lefebvre, 2012, p.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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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임금보장기금에서 보장되며, 이 기금은 실업보험으로 징수된 사용

자분담금에 의해 조성된다.77)  

5. 일본

가. 노동기준법상 이행의 강제

노동기준법은 임금지불의 원칙을 정하고(제24조), 그 실효성을 확보를 위

해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과하고 있다(제120조, 30만 

엔 이하의 벌금). 그리고 임금체불을 억제하기 위하여 임금지불에 최선의 노

력을 다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노동기준감독서의 장이 기일을 지정하여 

임금지불을 확약케 하고 이러한 확약에 응하지 않거나 확약을 이행하지 않

는 경우 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송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1949. 3. 14. 基

發 290호). 이러한 통달에 따른 감독기관의 노력은 사용자가 지불능력을 어

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실제로 지불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 경우 

노동기준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추급하는 것도 곤란하게 된다.78)

한편,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할증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아

니한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단, 이 청구는 위반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관한 미불금 외에 이

와 동일한 액의 부가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제114조). 이는 부가금의 지

불이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사용자에게 과함으로써 노동기준법상의 일정한 

금원청구권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과 함께 의무의 불이행에 의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해전보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제도는 미국 공정노동기준법에

서 최저임금 및 시간외수당의 지불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미불금과 

동일한 액의 부가금을 배상금(liquidated damages)으로서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한다.79) 후생노동성 및 노동기준감독서

77) 강승복, ｢체불임금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2, 89-90면 참조.

78) 管野和夫, ｢勞働法 (제7판), 弘文堂, 2005, 2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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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가금 관련 통계처리 및 절차 등에 개입함이 없이 감독관의 상담지도를 

통한 예방 및 청산활동만 수행한다. 각종 수당의 지급의무 위반은 근로의 직

접적 대가인 임금체불과 구분하여 벌금 및 지연이자 등으로 제재하지 않고, 

부가금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제재에 의한 법위반 예방효

과를 도모한다.80)

나. 민･상법에 의한 선취특권의 부여81)

임금의 지불 확보를 위해 민･상법상으로도 일정한 담보물권이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담보물권은 선취특권으로 구체적으로는 일반선취특권과 동산선

취특권이 있다. 

우선, 급여 기타 채무자와 사용인의 고용관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가진 

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상에 일반선취특권을 가진다(민법 제306조, 208조). 또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상호회사와 그 사용인(종업원)과의 사이에 고용관

계에 기해 발생한 채권을 가지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상에 선취특권을 가진

다(상법 제295조 등). 종래 위 민법상의 선취특권은 ‘최종 6개월 동안의 급

료’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설정이 없는 위 세 종류 회사의 

사용인의 선취특권과의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 않았다. 그래서 민법의 담보

물권과 민사집행제도 재검토의 일환으로 2003년 민법 개정으로 ‘최종 6개월 

동안의 급료’라는 한정은 삭제되었다. 

다음으로, 동산선취특권이 있다. 즉 농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는 최종 1년간

의 임금에 대해 공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에 대해 그 

노무에 따라 발생한 과실이나 제작물상에 선취특권을 가진다(민법 제311조, 

제323조, 제324조). 

이상과 같이 민･상법상으로 임금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한 주요 규정은 일

반선취특권의 부여이다. 그러나 일반선취특권은 특별한 선취특권과 개개의 

79) 東京大學勞働法硏究會, ｢注釋勞働基準法｣, 有斐閣, 2003, 1081면.

80) 박근후 외, ｢재직 중인 임금체불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노동부연구용역보고서, 2009, 

29-30면.

81) 管野和夫, ｢勞働法 (제7판), 弘文堂, 2005, 223-2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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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상의 담보물권(특히 저당권)에 미치지 못한다(민법 제329조 제2항, 제

336조). 그리고 일반선취특권과 동산선취특권은 처분되어 인도된 동산에 대

해 더 이상 추급할 수 없다(민법 제333조, 단 물상대위는 있다. 민법 제304

조). 

다. 도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의 보호82)

기업이 도산상태에 있는 경우 절차적으로는 파산, 회사갱생, 민사재생의 

절차가 이용되는 한편, 청사하는 경우 회사법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 파산절차와 임금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등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임금채권의 확보가 도모되고 있다.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등의 임금채권은 일반선취특권이 부여되어 그 전액

이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되지만 파산절차가 재단부족에 의해 폐지된 경우에

는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되는 등 임금채권

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2004년 개정 파산법에서는 미불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 개

신 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제149조 제1항), 퇴직수당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급료의 총액에 상당하는 액을 각각 재단채권으

로 하였다(제149조 제2항). 재단채권으로 되기 때문에 파산절차 개시 후 파

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절차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제151조).

(2) 회사갱생절차와 임금

회사갱생절차는 사업의 유지갱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채권은 비

교적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 

82) 伊藤塾, ｢勞働法｣, 弘文堂, 2008, 107-1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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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갱생절차 개시 전 6개월 동안에 발생한 임금과 갱생절차 개시 후의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된다(회사갱생법 제130조 제1항, 제127조 제2호). 공

익채권이 되면 갱생계획이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 수시 변제된다(회사갱생법 

제132조 제1항). 그 외 갱생절차 개시결정보다 6개월 이상 전의 미불임금은 

우선적 갱생채권으로 된다. 

퇴직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① 갱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퇴

직한 근로자의 미불 퇴직금은 퇴직 전 6개월의 임금총액과 퇴직금액의 1/3

에 해당하는 액 중 어느 것이든 많은 액이 공익채권으로 된다(회사갱생법 제

130조 제2항). ② 갱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전액 공익채권이 된다(회사갱생법 제127조 제2호). ③ 갱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수시 변제된다

(회사갱생법 제127조 제2호).

(3) 민사재생절차와 임금

1999년 말에는 화의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재건형 도산처리법으로서 민사

재생법이 성립하였다(2000. 4. 1. 시행).83) 민사재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

생한 임금과 퇴직금은 일반선취특권이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일반우선권채

권으로서(민사재생법 제122조 제1항) 재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 변제된

다(민사재생법 제122조 제2항). 민사재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되어(민사재생법 제119조 제2호) 재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 변제되다(민사재생법 제121조 제1항, 제2항).  

(4) 주식회사의 특별청산절차와 임금

임금채권은 ‘일반선취특권 기타 일반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더라도 이들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

분 또는 재산개시절차에 대하여는 중지되지 않는다(회사법 제515조 제1항 

단서).84)

83) 管野和夫, ｢勞働法 (제7판), 弘文堂, 2005,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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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금지불확보 등에 관한 법률85)

1973년 말 석유위기 이후 기업도산이 증가하고 임금미불 건수가 급증하여 

사용자가 지불능력을 잃은 경우에 대해 임금지불확보조치를 강구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의식되기에 이르렀고, 그 후 1976년에 성립한 것이 임금지불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1) 체불임금의 대체불

체불임금 대체지급제도는 기업도산으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체지불하는 제도이다. 

대체불이 적용되는 사업주의 요건은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적용사업의 사

업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하고 있던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이다. ①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특별청산 개시명령을 받은 경

우, ② 갱생절차의 개시결정, 민사재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특별청산 개시명

령을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의 정의에 따른다)의 경우 그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또한 임금 지불능력이 없음이 

노동기준감독서에 의해 인정된 경우이다(제7조). 

대체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은 위 ①, ②의 신청이 있었던 날 또

는 ③의 인정신청이 퇴직근로자에 의해 이루어진 날의 6개월 전의 날 이후 

2년간에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이다(제

7조).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체불이 행하여지는데 대체

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퇴직일의 6개월 전의 날 이후 대체불의 청구일 전

일까지 기간에서 지불기일이 도래하는 정기급여 및 퇴직금이고, 그 총액이 2

만 엔 이상인 것이다. 체불임금 대체지불액은 체불임금의 80%이다. 단, 퇴직 

84) 伊藤塾, ｢勞働法｣, 弘文堂, 2008, 108면.

85) 管野和夫, ｢勞働法 (제7판), 弘文堂, 2005, 227-2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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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령에 따라 88만 엔에서 296만 엔이 상한이다.

이상의 미불임금의 대체지불 사업은 산재보험사업인 노동복지사업의 하나

로서 이루어진다. 즉 대체불의 비용은 전액 사업주 부담인 산재보험료에 의

해 조달되고, 대체불의 실시사업은 근로자건강복지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영세하청업자에 의한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

법에 다음의 규정이 있다. 먼저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하청받은 특

정건설업자(하청대금액이 1천만 엔 이상의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하청인이 그 하청한 공사시행에 관해 근

로자의 사용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

다. 또 국토건설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체한 경

우에 필요 있다고 인정할 때는 특정건설업자에게 해당 공사에 알맞은 대체

지불을 할 것 등을 권고할 수 있다.

(2) 저축금･퇴직수당의 보전조치

사업주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저축금 관리가 근로

자의 예금입금(직접 관리)인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에 임금예금액에 대해 

그 날 이후 1년간에 걸친 저축금의 보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3조). 보

전조치는 근로자마다 매년 3월 31일에 입금예금액에 대해 그 환불채권을 은

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서 보증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체결, 그 밖에 해당 임

금예금액의 지급확보에 관한 조치를 말한다. 이 의무 위반의 경우 노동기준

감독서장은 해당 사업주에 대해 기한을 지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

4조). 이 시정명령에 위반한 사업주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

18조). 

사업주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수당을 지불할 

것을 명시했을 때는 해당 퇴직수당의 지불에 충족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저축금의 보전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강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이 규정은 노력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퇴직

수당의 보전조치는 매우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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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지연이자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관련 임금(퇴직수당을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일(퇴직일 후에 지불기일이 도래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불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일의 다음 날부

터 지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그 일수에 따라 해당 퇴직일의 경과 후 

아직 지불되지 않은 임금액에 연 14.6%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지연이자로 지불하여야 한다(제6조 제1

항). 다만 이 규정은 임금체불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제6조 

제2항). 임금체불의 경우 지연이자율은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연 6%

(제514조)인데, 위 규정은 이것을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 고율

화한 것이다.   

6. 소결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은 법 준수의 책임을 부담하

는 자를 명확히 하고 법 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나 기타 구제를 정하여야 

한다. 임금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의 중대성에 비례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기관의 권한이 강한 국가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

의 공정노동기준법은 특정 임금보호조항 위반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통상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기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금지조치는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와 매우 유

사한 임금보호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이지만, 일정한 법정수당의 체불에 대해 

체불금 외에 그와 동액의 부가금을 법원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서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한

편,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판례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업무중단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금 지불을 인정하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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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간주한다

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제도와 형사적 제재를 두지 않고 민사적 구제를 

통해 해결하는 대표적 국가는 영국이다. 정리해고, 조업단축, 파산 등의 경우 

고용조정기금을 통해 법정 고용조정수당과 소정 범위의 체불임금 대한 지급

을 보장하고 있는 점도 영국의 특징이다. 

한편, 영국을 제외한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 제

재로서 벌금형 또는 구금형을 정하고 있다.86) 미국의 경우 벌금형을 원칙으

로 하면서도 재범에 대해서는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특징적이다.   

86) ILO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국가의 입법에서 임금지불의 기간이나 임금지불의 방

법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형 또는 구금형의 형태로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ILO, Protection of Wage: Standards and safeguards relating to the payment 

of labor remuneration, 2003,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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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제적 제재의 법제도적 의미

일반적으로 경제적 제재라 함은 법수규자 또는 의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법준수 또는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방법을 말한다.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 형벌이나 또는 손해전보에 한정한 손해배상과는 대비하여, 경제적 부

담을 지우는 측면이 강조된다.

이하에서는 노동관련 규제에 관한 행정적 규제의 측면과 민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경제적 제재의 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행정상 강제수단 중 이행강

제금, 과징금, 과태료,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 위반사실의 공표 

등은 경제적 제재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다. 각각의 제도를 포함하여 행정

상 강제수단 전반에 걸쳐 행정법적 검토를 한다.

한편 경제적 제재는 민사법적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검토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의 법제도나 법체계에서는 익숙하지 못한 

제도여서 그 도입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제1절 노동관련 규제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1.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수단의 개관

 

노동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 관계에서와 마찬가지

로, 법의 임무는 일차적으로 행정주체에게 공익 실현을 위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있다. 그리고 그 실효성 확보는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서의 행정

법 자체의 존재의의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권력을 구속하

고 행정활동의 적법성을 통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관심 영역이 된다.87) 따라서 노동관련 규

87)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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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있어서도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각종 수단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

다.

법률유보 원칙상 국민에 대한 의무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거나 아

니면 법률상 근거를 갖는 행정처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또한 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은 그 의무부과를 위한 법률 이외에 독자

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립된 견해이자 판례의 태도이다. 즉 

법률유보는 의무부과와 의무강제 양쪽에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다양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크게 행정이 직접 의무이행상태를 

실현시키는 ‘직접적 강제수단’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심리

적 강제를 통한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구별된다.88)

직접적 강제수단은 ‘행정강제’라고도 일컬어지며, 이는 다시 행정처분을 통

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임의이행을 기다렸다가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실행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처분을 통한 의무부과 및 임의이행의 기

회부여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률상 일반적‧추상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되는 ‘행정상 즉시강제’로 나뉜다. 강제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

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대체적 작위의무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전

급부의무에 대한 강제징수와 그 밖의 나머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이에 해당한다. 즉시강제는 임의이행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즉시 

실행된다는 점에서 권리제한의 정도가 가장 큰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

한 비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의무를 부과하고 임

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그렇게 해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행정상 의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수인의무에 

대해서는 직접강제 또는 집행벌(이행강제금) 등 직접적 강제수단이 개별 법

률에 의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의무들의 강제는 

거의 대부분 간접적 강제수단 특히 행정벌(그 중에서도 행정형벌)에 의존하

고 있다. 이는 직접강제와 집행벌이 국민의 자유에 대한 속박이 크고 그 남

용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간접적인 심리적 강제를 통해 국민의 임의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한다는 취지이다.

88)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21면.



- 59 -

간접적 강제수단은 심리적 강제를 위해 의무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불이

익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 둘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셋째, 이미 부여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

하거나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것(예: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넷째, 과징

금, 위반사실의 공표, 공급거부, 허가사업의 제한 등 소위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부과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것이 행정형벌이고, 두 번째의 것이 

행정질서벌이다. 세 번째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을 네 번째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역

사적으로 볼 때,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허가하였다가 

국민이 그 활동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 허가 자체를 철회하거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제재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별개의 범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89)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가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 적용되는 헌법

사상의 기본원리라고 선언한 바 있다.90) 이와 같이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영

역에도 적용된다는 명제가 갖는 가장 중요한 실체적 의미는 바로 위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이 형사처벌, 즉 행정형벌만이 아니라 행정

질서벌, 나아가 ‘의무위반에 대한 일체의 제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두 적법

절차원리에 의해 부과되어져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형벌과 행

정질서벌을 (협의의) ‘행정벌’이라고 부르지만 민간의 용어관용상 ‘罰’이라는 

단어는 넓게 ‘의무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불이익 내지 제재’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이외에 허가취소・정지, 과징금・위반사실공

표・공급거부・허가사업제한 등 모든 간접적 강제수단까지 (광의의) ‘행정벌’

이라는 관통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91)

이상에서 개관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9)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23면.

90) 헌법재판소 1992.12.24.선고 92헌가8 결정.

91)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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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적 강제수단(행정강제)

 가. 강제집행

강제징수 - 금전급부의무 / 일반적 인정: 국세징수법 

및 준용법률

대집행 - 기타 대체적 작위의무 / 일반적 인정: 행정

대집행법

직접강제・집행벌 -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수인

의무 / 예외적 인정

 나. 즉시강제 예외적 인정

2. 간접적 강제수단(광의의 행정벌)

 가. 협의의 행정벌
행정형벌 - 형법상 형벌

행정질서벌 - 과태료

 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효력 제한

 다.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과징금, 위반사실의 공표, 공급거부, 허가사업의 제한

<표 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 노동관련법상 법위반의 불법성 유형 및 제재수단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는 노동관련법의 종류는 수십여 가지이다. 그리고 

각각의 법률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취지 그리고 행위 의무의 종류도 천

차만별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 제재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한 일환으로 노

동관련법들의 의무위반의 태양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유형화해서 분류하는 

작업이 긴절하고도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작업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관련법에서 제재가 규정된 조항들의 의무위반 행

위태양과 제재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이를 정리해보았다.

가. 형벌이 규정된 경우

(1) 의무위반 유형

형법전 상의 분류 방법을 원용하여 개인⋅사회⋅국가의 법익을 고려하고 

각 개별 법률들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개별 법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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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몇 가지 행위의무의 표지들을 추출할 수 있

다. 이러한 표지들을 제재의 종류를 기준으로 나누면 크게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행위의무와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는 행위의무로 준별할 수 있다.

우선 형벌이 규정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이는 그 의무위반의 불법성이 

형벌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의무위반 태양들로서 크게 유형화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가. 생명침해 또는 생명침해의 중대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

나. 신체안전 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다. 해당 법률의 목적 내지 존재의의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위

라. 해당 법률의 목적 내지 존재의의를 우회적으로 파괴하는 행위

마. 국가의 정책 내지 시책에 반하는 행위

바. 다른 법률문제 해결을 위하여 형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미한 위반행위

물론 모든 의무위반이 반드시 이 6가지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2가지나 3가지 범주에 모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 6가지 중 어느 하나의 범주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며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된다.

[다]의 유형(해당 법률의 목적 내지 존재의의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

위)에 속하는 행위는 일응 매우 높은 불법성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하기 쉽지만 모든 개별 법률이 동일한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목적 내지는 존재의의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

위라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서 그 불법성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의 행위유형(다른 법률문제 해결을 위하여 형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미한 위반행위)은 법률의 종류나 사안에 따라서는 그 불법성이 경미

하여 제재의 정도가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와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위의 불법유형에 속하는 의무위반을 간단히 예를 들자면, [가]유형(생명침

해 또는 생명침해의 중대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속하는 불법으로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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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A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B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C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D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이 있고, [나]유

형(신체안전 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속하는 불법으로는 「근

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며, [다]유형(해당 법률

의 목적 내지 존재의의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에 속하는 불법으로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이 있고, [라]유형(해당 법률의 

목적 내지 존재의의를 우회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에 속하는 불법으로는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사용자가 그 쟁의행위

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

체하는 행위를 들 수 있으며, [마]유형(국가의 정책 내지 시책에 반하는 행

위)에 속하는 불법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사용자가 

사술로 장애인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들 수 있고, [바]유형(다른 법

률문제 해결을 위하여 형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속하

는 불법으로는 노동관련법상 각종 제출의무, 보고의무, 보존의무, 신고의무 

등을 들 수 있겠다.  

(2) 형벌

형벌의 경우, ‘법정형’을 기준으로 제재의 종류 및 경중을 정리하되, 징역

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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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벌금

F
500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벌금

     

이러한 형벌 규정에 대한 의무위반의 행위 태양들 중 몇 가지만을 간략하

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 예방 조치 

규정 또는 건강장해 예방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제재이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직업안정법」 제46조에 규정

되어 있는데,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

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한 제재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

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근로기준법」제7조 강제근로 

금지의 위반, 제8조 폭행 금지의 위반, 제9조 중간착취 금지의 위반 등에 대

한 제재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는 「근로기준법」 제108조에 규

정되어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는 경우

의 제재이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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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한 가지 예이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9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조합원의 직접⋅비

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가 한 

가지 예이다.

(3) 범칙금

형벌법규에 따라서는 완전한 비범죄화가 아니라 중간 정도의 완화책이라

고 할 수 있는 범칙금제도가 사용되기도 한다. 

범칙금이란 범칙행위를 범한 자에게 행정기관이 통고처분을 발하여 국고

에 납부하도록 명한 금액을 말한다. 범칙금 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행정기

관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

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

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92) 

범칙금제도를 사용하는 예로는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출입국관

리법」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은 

도로교통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위법행위들을 처벌하는 벌칙규

정들을 두고 있다. 이 벌칙규정들은 형벌의 일종인 벌금, 구류, 과료 등을 규

정하고 있어서 형벌법규에 해당한다. 벌금이나 구류, 과료는 형벌의 일종이

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한다든가 구류 처분을 내리려면 

형사소송절차나 즉결심판절차를 거쳐서 법관이 이를 선고해야 하는 것이 원

칙이다. 그런데 범칙금 제도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발하는 통고처분에 따라 

법 위반자가 일정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기만 하면 굳이 형사절차를 경료

하지 아니하여도 형사절차를 종료한 것과 같이 취급되고 다시 처벌받지 않

는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발생한다.93) 그렇지만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

9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

12249 판결 등 참조.

93) 예컨대, 「경범죄처벌법」 제8조 (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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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

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

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94) 그리고 통고처분서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

르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등 정식 형

사절차로 이행하게 된다.95) 

결국 범칙금의 기본적인 성격은 형벌로서 벌금과 동일한 것이며 다만 그 

처리에 있어서 절차법적으로 형벌의 처리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에 불과하다.

범칙금의 액수는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형벌보다 낮은 

강도로 책정되어 있고 그 정도는 일률적이지 않다. 예컨대,「경범죄처벌법」

의 경우처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은 최

대 벌금 20만원이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은 최대 16만원인 경우도 있

지만,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경우처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

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97)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은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교적 다액인 경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

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

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

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

받지 아니한다.

9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

12249 판결 등 참조.

95) 예컨대, 「경범죄처벌법」 제9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3조 등 참조.

96) 「경범죄처벌법」제3조 및 동시행령 별표 참조.

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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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다.98) 

이러한 범칙금제도는 형벌법규를 완전히 비범죄화한 것은 아니지만 법관

이 주재하는 형사절차를 생략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비범죄화와 비슷한 

기능을 발휘한다.99) 

나. 과태료 등 형벌 이외의 제재의 경우

(1) 의무위반 유형

과태료 등이 규정되는 경우는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형벌로 규제

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 및 형벌로 규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

겨지는 의무위반 유형들이다. 노동관련법상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 의무

위반 행위들을 유형화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가. 구제명령 위반

나. 시정명령 위반

다. 신고, 보고 등

라. 검사, 조사 등

마. 보관, 게시 등

바. 유사명칭 사용금지

사. 사법관계 개입

아. 중대한 법위반이지만 형벌이 부적절한 경우

위의 유형들 중에서 [다]신고, 보고 등에는 신고의무 위반, 통보의무 위반, 

보고의무 위반, 등록의무 위반, 신청의무 위반 등이 있고, [라]검사, 조사 등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

유자

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6조 제2항, 제50조, 제51조 및 동시행령 별표6 참조.

99)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 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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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검사의무 위반, 조사거부금지 위반, 출석요구 불응, 자료제출의무 위반 

등이 있고, [마]보관, 게시 등에는 작성⋅비치⋅보존의무 위반, 보관의무 위

반, 게시의무 위반 등이 있다.

한편, 현재 형벌이 부과되고 있지만 법위반의 유형으로 보아 앞으로 형벌

이 아닌 다른 제재 수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위반의 

유형이 있다. 예컨대, 현재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기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데, 임금 등 체불의 문

제가 근로자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중대한 법위반이라는 점

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라는 점, 

형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벌이 부적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형벌 이외의 적절한 제재 수단이 무엇일지 고민할 필

요가 있다.

그 밖에 [사]의 사법관계 개입의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도 과태료가 적절해보이지

만 현재로서는 형벌(벌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노동관련법에서는 유일하게 「근로기준법」 제33

조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위반의 제재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규정된 경우의 의무위반 유형은 ‘구제명령 위반’이다.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허위로 진단하거나, 사술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사유로 진료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해 근로자의 불편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진료제한 조치를 취하

는 대신에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급여 금액 또는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

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사

유로 업무정지명령을 내려야 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해서 근로자의 불

편이나 공익상 사유로 인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 대신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업무수행을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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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과징금이 규정된 경우의 의무위반 유형은 ‘중대한 법위

반이지만 형벌이 부적절한 경우’로 볼 수 있겠다.

(2)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로서 그 본질은 행정질서벌

(行政秩序罰)이다. 과태료는 형벌과 마찬가지로 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취지나 성질, 절차 등은 형벌과 다르

다. 

형벌이 형사적 제재라면,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이다. 그리고 법적 부대효

과, 절차적 보호, 실현과정이 상이하며, 형벌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반면, 

과태료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편, 종래 판례는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

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

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100)고 하면서 ‘다만,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

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101)고 하였으나, 2007년에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이 제정되어(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음)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

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법적인 차원

에서 규정하면서 동법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

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책임주의를 명시하여 위의 판례의 태도가 합리

적인 차원에서 입법으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해당 분야의 개별

100)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949 판결.

10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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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당사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부과행정청

이 이의제기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

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관할법원이 「비송사

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고102), 과태료

에 대해서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또한 과태료를 납부

하지도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도록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관련법들에서도 현재 이런 모습으로 규정되어 있다.103)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

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 및 체납절차 규정들은 현재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적인 부분들

은 모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규정들은 그 의무위반 행위 규정만 효력이 

있고 그 외 절차적인 부분들은 규정은 존재할지라도 효력은 없게 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

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노동관련법들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적용되

는 과태료 부과절차, 징수업무, 이의제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여 적용하

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반영하여 개정한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104)

현행 노동관련법상 과태료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2)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7, p.488 ;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

과 ‧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103)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11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등 참조.

104) 개정 2008. 7. 25. 노동부 예규 제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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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50만원 이하 과태료

이러한 과태료의 유형들 중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예로 들어보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서 확

정된 차별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

항에서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규정하

고 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

한 제재 조치이다.

(3) 집행벌(이행강제금) 

집행벌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고 만약 수범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

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

다.

이는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인 협의의 행정벌과는 다르다. 협의의 행정벌도 결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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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집행벌도 심리적 강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지만, 행정벌에 의한 이행강제는 본질적으로 일반예방으로서 그 

강제적 효과가 일반적・추상적・간접적인 반면, 집행벌은 이미 행정처분에 

의해 구체화된 특정인의 의무에 대해 그 이행시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는 것이므로 그 강제적 효과가 특정적・구체적・직접적인 면에서 양자

는 분명히 구별된다. 

집행벌도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므로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개별법에서 극히 한정

적으로 인정되고 있다.105) 행정벌과 집행벌의 병과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례와 

학설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노동관련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

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집행벌로서 규정하고 있다.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 

허가・인가・면허・승인・등록・특허 등을 규정한 법률은 예외 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그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정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처럼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자에게 

주어진 인⋅허가를 취소⋅철회⋅정지하는 것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

력제한이라고 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은 행정벌과 아울러 전형적인 제재수단

으로서, 구미에서는 행정벌에 대한 부가형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106)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외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대부분 행정처분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허가취소에 대해서는 합

헌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서, 첫째, 취소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이 원래 행정처분에 의해 부여되었다는 점, 둘째, 제재의 대상이 되는 의

무위반행위가 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와 직접적인 사물적 관련성이 있다는 

105) 「건축법」 제80조, 「농지법」 제62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 등.

106) 예컨대, 독일의 경우 교통사고로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부가형의 형식으로 운전면허

의 취소나 정지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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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셋째, 허가취소 등은 당해 의무위반행위에 비추어 앞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철회

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상

당부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은 

이러한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은 희박하고 실제적으로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처벌’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행정처

분의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합헌성에 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영업정

지에 있어서도 허가취소에서와 같이 위반행위와의 사물적 관련성이 인정되

고, 또한 영업정지를 통해, 말하자면 형벌의 특별예방적 효과와 유사하게, 당

해 사업자의 반성과 개선을 촉구하고 그 정지기간 중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을 완전

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남용하고 있는 

현행법제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107)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에서는 예컨대 영업법(Gewerbeordnung) 제35조

와 접객업법(Gast-stättengesetz) 제4조에 의해 업주의 의무위반행위에 대

하여 신뢰성 결여(Unzuverlässigkeit)를 이유로 영업금지처분(Versagung)을 

할 수 있을 뿐, 우리나라의 영업정지처럼 사유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기간을 

정한 영업정지처분을 곧바로 부과하는 그렇게 일률적인 제재처분은 찾기 어

렵다.108)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결정재량

과 선택재량)이 인정되는데, 그것이 의무위반행위와의 관계에서 비례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점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궤를 같이 한다. 

전형적인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의 적용이 행정의 자율성·자기책임성

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법원의 판단으로써 행정의 판

단을 대체하여서는 아니되겠지만,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처벌’의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이 보다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

이다.109)

107)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61~362면.

108)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62면 각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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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경우 형량의 최종결정은 법원의 권한인 반면, 허가취소·정지 등에 

관해서는 법원은 재량하자(특히 비례원칙 위반)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 있을 뿐 일부취소판결을 통해 제재의 종류와 범위를 특정하지는 

못한다. 전부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의 결정내용에만 미치게 되므로, 

행정청은 이를 하회하는 처분을 다시 내릴 수 있고, 이것 역시 과도한 처분

일 때에는 새로운 취소소송에서 전부취소판결이 내려지고, 그러면 행정청은 

다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반복될 수 있다. 이는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아닐 수 없는데, 허가취

소·정지가 행정행위 형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부득이한 결과이다. 

바로 이 때문에 행정행위 형식으로 행해지는 제재의 합헌성에 대해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110)

노동관련법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직업안정법」

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허가의 취소 등)111)는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파

109)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62면. 

110)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63면. 

111)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때

    5. 제6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때

    6. 제7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7. 제7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

    8.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9.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

    10.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때

    12.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때

    13.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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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112)에서는 노동

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

를 받고 직업소개, 근로자공급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

    16.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을 행한 때

    17.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때

    18.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 제1항 제2호⋅제4호부터 제12호

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때

    19.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 때

    20. 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

    21.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

    22. 제3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3.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등의 업무

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② 노동부장관은 법인이 제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 이상 주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112)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 제1항 또는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

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한 때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 제5호의 사

유에 해당될 때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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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직업안정법」등에서 규정하고 있

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나 효력제한의 경우, 그 위반행위가 법률의 존재

목적이나 의의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법위반이지만 형벌

이 부적절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 예컨대, 최저임금 지급 위반, 임금체불 등의 경우, 해당 위반 행위

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해당 법률의 존재목적이나 의의를 직

접적으로 파괴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법위반으로서 현재 형벌로 규율되고 있

다. 그런데 최저임금 지급 위반이나 임금체불 등의 경우 형벌이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

단으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이 고려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위반회수와 금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5) 허가사업의 제한

이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허가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건축법 위반의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것(건축법 제69

조 제2항・제3항)과 국세체납자의 모든 사업에 대한 것(국세징수법 제7조)이 

대표적 예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의무위반에 관한 관할관청이 허가의 주무관

청에 대해 불허가를 요청하거나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상의 예로는 조세체납자에 대한 허가사업의 제한과 위법건축물의 

이용에 대한 허가사업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허가사업의 제한은 의무위반

자나 의무불이행자의 사업수행 자체를 위협함으로써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

도록 하기 위한 간접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이기 때문에 매우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의무위반과 정지⋅취소되는 사업과의 실질적

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예컨대, 건축물은 주거용이 아닌 이상 그 용도 자체에서 허가사업이 예상되

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법상의 허가사업제한은 어느 정도 사물적 관련

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체납자에 대한 제한은 사물적 관련성

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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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경제활동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경제적 재기(再起)를 불가능하게 한다

는 점에서 비례원칙을 위반한 제도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라고 한다.113)

(6) 과징금 

과징금이란 일반적으로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

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을 말한다.

과징금은 당사자에 대하여 금전적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법상 근거가 있

어야 하며, 과징금에 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개별법에서 

한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1980년 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식품위생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의료

법」, 「약사법」, 「주차장법」 등 40여 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과징금은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벌금이나 과태료와 내용

적으로 동일하지만,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에 초점이 맞

춰진 금전적 부담이라는 점에서는 벌금이나 과태료와 다르다. 그리고 행정처

분의 형식으로 부과되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는 취소소송에 의한다는 점에서 

공정력, 불가쟁력, 자기집행력, 제한된 사법심사 등 특수성이 인정될 뿐만 아

니라 대부분의 경우 행정벌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징금 제

도가 무죄추정원칙의 위반, 사법권 및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이중위험금

지원칙의 위반 등에 관한 의문을 제거하고 합헌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과

징금이 행정벌과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114)

과징금에는 ‘변형과징금’과 ‘협의의 과징금’이 있다. 변형과징금은 공공성

이 강한 사업의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영업정지가 되면 일반대중에게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

113)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77면.

114)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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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제도적 취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형과징금

이 행정벌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영업정지

에 갈음하는 것이라는 점이다.115) 그런데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에 대

해 1회의 위반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처벌로서의 성격이 드러나므로 위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더욱더 

위헌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

기 위해서는 우선 부당결부금지에 위반되지 않도록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한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규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공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

이 일반대중의 이익보호를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변형과징금은 영업

정지를 매개로 하여 합헌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이 전혀 없는 

영업에 관해서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규정하는 입법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야 하는 정당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변형과징금은 결국 ‘영업정지의 대체’라는 미명 

하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과징금으로 둔갑한 것이고 따라서 위헌성의 소지가 

높다. 또한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행정실무상 영업정지기간에 관한 선택재량 

이외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재량까지 

합해져서 재량남용과 비리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는 견해가 있다.116)

‘협의의 과징금’은 그 독자성의 근거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의 

환수’에 두고 있는데, 이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구체적・현실적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과징금으

로서, 과징금 액수 및 부과 여부에 관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규

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

법’) 제6조 제1항(1996.12.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인하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그 예이다.117) 여

115)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71면.

116)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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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한다는 성격이 명확하여 합헌

성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118) 

두 번째 유형은 추상적・추정적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과징금으

로서, 과징금 액수와 부과 여부가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공정

거래법 제22조가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10이하-매출액

이 없는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이 그 예인데, 공정거래법 기타 법률들에 규정된 거의 모든 과징금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위 첫 번째 유형의 가격인하명령 위반의 경우와

는 달리, 현실적으로 발생한 특정 규모의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

라,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그 경제적 이득을 추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과징

금에는 ‘경제적 이득의 환수’라는 요소와 더불어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의 

요소가 함께 포함된다. 그러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독자성이 감퇴하여 위

헌성이 강하게 제기되지만, 그래도 경제적 이득의 환수가 주된 요소라는 점

에서 합헌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119) 

세 번째 유형은, 어떠한 추상적인 경제적 이득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재량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인데, 이는 굳이 말하자

면 가상적・의제적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경우에는 ‘경제적 이득의 환수’라는 요소는 전혀 없고 단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의 요소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헌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120) 

117) 제6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

의 인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3년 현재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유지되고 있다. 

    제6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

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

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118)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72면.

119)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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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법상 과징금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관한 변형과징금과 협의

의 과징금에 중 첫 번째 유형의 과징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질서벌로 변

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물론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위반행위

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태료’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행정제재금’이라는 용어로 개칭할 수도 있다. 절차적

으로는 일단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고 일정기간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확

정되어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지만,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

과처분이 실효되어 재판절차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121)

노동관련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과징금)에서 과징금을 규

정하고 있다.122) 이러한 경우의 과징금은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변형과징금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든가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의 경제적 이득이 구체적

이고 현실적이며 때로는 다액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한

다면 협의의 과징금 중 첫 번째 유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

우 과징금이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방

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부과된 과징금을 징수한 후 이를 근로

120)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73면.

121)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73면.

1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① 공단은 제43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료제한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진료제한 조치

를 갈음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거짓이나 부

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

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과징금) ①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

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

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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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기타 체불임금액에 대해 지급해주고 나머지의 경우에

도 노동관련 특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경우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긍정적일 

수 있다. 한편 변형과징금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아직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

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 등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이

거나 악의적인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해 단계적 제재 방식으로 영

업정지를 규정한다면 이러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을 규

정한다면 타당한 방법이 된다.

(7) 강제징수

강제징수는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

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는 금전급부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이며 국세징

수법이 일반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23) 그 밖에 개별법의 차원에서 강제

징수가 규정되어 있고124)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제재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징수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노동관련법에서는 특별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고 하여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과태료가 규정된 모든 노동관련

법에서도 과태료 체납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고 하여 강제징수

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의 위반에 대해 발해지는 제재수단이기 때

문에 국가가 국민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법률

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제재수단이며 특별히 노동관계 그 자체를 규제하는 수

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행정법상의 강제징수는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전제

로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임금체불처럼 사인간의 금전급부의

123)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4, pp.473~479.

124) 예컨대, 「지방세법」 제28조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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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8) 대집행 

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가지로서 대체적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

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할 일을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

현시킨 후, 그에 관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행정대집

행법 제2조).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가능한 수단이지만, 그러

한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

면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해야 하며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

화하기 위한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의 다

른 수단에는 형벌⋅과태료⋅민사상 강제집행은 포함되지 않는다.125)

대집행의 경우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노동관련법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노동관계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

컨대,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설치라든가 위험시설 철거 등이 그러하

다.

(9) 위반사실의 공표 

위반사실의 공표란 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

로써 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고액조세체납자 명

단공개라든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명단공개가 그 예다.126)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명예형은 오랫동안 전형적인 형벌수단으로 사용

되어 오다가 근대국가에 이르러 인간존엄성의 보장을 위해 전면적으로 폐지

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위반사실의 공표가 오로지 명예형의 기능만을 한다면 

125) 장태주,「행정법개론」, 현암사, 2004, p.465.

126)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4, pp.5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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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반사실의 

공표는 순수한 개인적 명예가 아닌 사업상의 신용과 관련있는 영역에 관해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국한하여 법

률적 근거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127)

위반사실의 공표는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

지만, 오늘날 의무위반자의 명단공개는 그들의 명예와 신용에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가져다줌으로써 상당히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의 공표로 인한 불명예의 손해는 사후에 이를 회복하기 사

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당사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비로소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그 이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문 또는 

변명기회의 부여를 위한 준사법적인 행정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위반사실의 공표는 국민의 정신적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결코 법적 효과가 결여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권리제

한이나 의무부과의 효과는 없다 할지라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허용할 필요성

이 있다. 또한 위반사실의 공표는 그 즉시 효과가 발생하므로 취소소송의 소

익이 문제된다. 명예나 신용은 중요한 기본권적 이익으로서 형법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소정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익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

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취소소송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법심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배상이나 민법상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한 적법

절차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128)

정리하자면, 위반사실의 공표는 비록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의 법적 효과

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무이행확보수단으

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격권이라든가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법적인 근거

127)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74면.

128)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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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필요로 하며, 공표가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죄 또

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비밀누설죄 등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129) 

위반사실의 공표는 사안에 따라서 노동관련법에 충분히 규정될 만한 여지

가 있고, 다만 공표의 필요성과 관계자의 프라이버시권 및 공무원의 비밀유

지의무 간의 적절한 균형과 이익형량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노동관련법에서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와 제43조의3에서 임금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자료 제공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

고130)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129)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4, pp.504~506.

130)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

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

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

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

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

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

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

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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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급거부

건축법은 의무위반으로 인해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행

정청이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자 등에게 그 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

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제69조 참조) 이를 공급거부라 

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도 공장이전명령에 위반한 경우

에 관해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공역무의 계속성 원칙과 부당결부금지(Koppelungsverbot) 원칙을 근거로 

이와 같은 공급거부의 합헌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유력한데,131) 

이 견해에 의하면 수도법, 전기사업법상 급부 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

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요금의 

연체 등과 같이 당해 공급과 사물적 관련성이 있는 사유에 한정되고,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과 공장이전명령에 위반한 공장의 사용을 

제지하기 위해 공급거부의 방식을 취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 사물적 관련성

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위헌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도법, 전기사업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는 건축법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급거부를 요청받았다는 사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

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급거부의 요청은 재량행위이므로 엄격한 재량통제를 

통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그 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반

의 정도, 다른 강제수단의 가능성, 특히 당해 건축물의 용도 등이 중요한 판

단기준이 된다. 예컨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생활에 필

수적인 수도・전기의 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는 인간의 존엄성의 침해와 비례

원칙 위반으로 재량하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32)

공급거부에 대해서도 사법심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건축법 

소정의 공급거부요청은 행정권 내부에서의 권고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는 이

유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례가 있는바(대법원 1996.3.22. 선고 96누433 판

131)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0, 414면.

132)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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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그렇다면 최소한 이러한 요청에 의거한 공급차단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공급주체가 지방자치단체・공기업인 경우, 취소소송을 허용하고, 헌법상 무

죄추정원칙에 비추어 집행정지결정이 원칙적으로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반

면에 공급주체가 사인인 경우에는 행정청의 공급거부요청에 대하여 처분성

을 긍정하여 행정청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만일 사인

을 상대로 민사소송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공급거부요청을 한 행정청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고지, 판결의 효력 등을 둘러싸고 어려운 소송법적 문제

가 있어 권리구제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133)

노동관련법에서는 사용자의 노동보호의 의무위반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인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지 사물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공급

거부의 제재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3. 소결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조화하는 것은 행정법의 핵

심과제인 동시에 사명이다. 이러한 과제와 사명이 집중되는 영역이 바로 행

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다.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는 행정형벌에 관

한 법치주의적 안전장치를 기준으로 모든 ‘광의의 행정벌’ 제도를 검토함으

로써 획득된다. 특히 새로운 행정현상과 행정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남용가능성에 비추어 합

헌성에 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행정형벌의 과잉과 새로운 간접강제수

단의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으로서, 직접적 강제수단인 행정상 강제집

행 제도를 정비할 것이 요청된다.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과 철저한 권

리구제를 전제로 집행벌(이행강제금)과 직접강제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 경향인바, 이 또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 조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134)

노동관련법상 실효성 확보수단으로는 형벌과 과태료, 기타 제재 수단으로 

133)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77면.

134)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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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볼 수 있다. 

현재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형벌로는 징역, 자격정지, 벌금이 있다.  

행정기관 통보로 부과하는 범칙금도 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벌의 처벌을 

받지 않듯이 범칙금은 형벌 규정을 전제한 것이다.

그 밖의 제재 수단으로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집행벌인 이행강제금, 과

징금, 강제징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 위반사실의 공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관련하여 규

정되어 있다. 과징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강제징수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강제징수라는 명칭으로 도입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각종 과태료 체납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고 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절차를 준용하는 

형태로 도입되어 있다. 그리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도 직접적

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은 아니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에서 일정

한 요건 하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형태로 도입되어 있다. 위

반사실의 공표의 경우,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의 형태로 근로기준

법에 도입되어 있다. 이 외에도 노동관련법에서는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지

만,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시설의 제거 등에 있어서의 대집행은 고려할만

하다.

그러나 직접강제나 즉시강제, 공급거부 등은 노동관계에 적용되기에는 부

적절하다고 본다. 

첫째, 직접강제는 행정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

체나 재산 또는 이 양자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

며,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다른 수단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직접

강제는 그 성질상 및 내용상 노동관련법에 규정되기에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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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즉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위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

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에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는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범

죄 제지, 「도로교통법」상의 주차위반차량 견인, 「전염병예방법」상의 전

염병환자 강제격리 등을 말한다. 즉시강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국가적 안

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급박성, 보충성, 비례성, 소극성 등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즉시강제의 경우도 그 성질이나 내용상 노동관련법에 규정되기에는 

부적절하다.

셋째, 공급거부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일

정한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예컨대,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을 거부하

는 행정조치를 말한다. 공급거부는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므로 개별법상의 법적 근거를 요함은 물론이다. 또한 공급거부는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과 공급거부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부

당결부금지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공급거부의 경우

에는 노동관련법상 의무위반과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거부 간의 실

질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급거

부도 노동관련법에 규정되기에는 부적절하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 조치

로서 현재 규정되어 있는 형벌 이외의 제재 수단을 고려한다면, 과태료, 이

행강제금, 과징금, 수익사업의 철회・효력제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

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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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 검토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가. 개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라 함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제의 손

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실제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회복하

는 것이다. 이를 전보적 배상(compensatory damages)이라 한다.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고액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징벌과 가해자가 동일한 행위를 다시 반복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며 나아가 일반인들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억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징벌 즉 처벌이라는 속

성을 가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국 및 미국에서 손해배상제도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

이다.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의 내용으로 손해가 실제로 확대되는 부가적 배상

과 달리 잠정적인 손해까지도 배상을 함으로써 장래에 유사한 행위를 단념

하도록 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반적인 불법행

위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특별한 악의나 

사기적 또는 사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무시하였다거나, 혹은 피해자의 손해가 일반적인 

손해배상으로는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이른바 실손해 배상의 

원칙에 따라 그 액수가 정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손해

배상제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손해배상은 전보적 배상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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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오랫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여부가 논의되어 왔으나, 그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다만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하도급거래에

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2011

년 개정, 시행)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일부이나마 제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

다.

나.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내용135)

(1) 연혁

오늘날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13세기 영국 보통법에서 기원한다. 부유한 

영국 상류층이 그들의 부와 권력을 사용하여 시민을 학대한 경우 징벌적 손

해배상을 인정하였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가해자의 재력이 징벌적 손해배

상액 산정에서 확고해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국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영국의 보통법시대 판례를 받아들여 미국에서도 판례법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이 도입되었다. 19세기에는 미국 법원도 손해 전보의 개념으로부터 분

리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이는 가해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 이

외에 장래 유사한 행위로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 또는 단념시키는 

것이 필요해서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인 행위

를 한 부유한 피고를 처벌하는 것만을 넘어 재력있는 회사에까지도 확장하

였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왔다. 

전통적으로 모욕, 명예훼손, 육체적 침해 등에 한정되었던 것이 악성이 강한 

135) 이하의 논의는 이덕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일고찰”, 한양대학교 「법학논

총」 24집 3호, 2007.8, 363-379면 ; 황정미・최준선, “하도급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고찰”, 「성균관법학」 24권 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6, 

621-628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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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고용차별 같은 인권침해, 배임적 증권거래법 위반, 제조물 책임, 

소비자보호법 등 민사책임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

첫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예방적 억제기능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처벌과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 또는 억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불법행위자 자신에 대한 특별예방과 타인에 대한 일반예방

적 기능이 있다. 형법에서의 형벌과 차이점은 손해배상금이 사인인 피해자에

게 지급된다는 점이다.

둘째, 법준수 및 집행 촉진기능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면 일반인

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법준수와 집행의 

향상을 가져오는 기능을 한다. 즉 피해자의 손해가 사소하여 재판을 포기하

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한다. 실질손해보다 많은 배상액을 피해자가 취득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의 

적발을 촉진하는 기능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은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았

으나 피해자 각자의 손해는 매우 적은 경우에 특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셋째, 만족적 전보기능이다. 역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당사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보상적 기능을 하였다. 실제 손해배상을 통하여 

대분의 피해를 전보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불법행위의 경우에 있어

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당사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배상과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전보 받을 수 있다.

넷째, 사회적 기능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사회적 기능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귀속주체가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배상액

의 일부를 주 정부에 귀속하여 위법, 부당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을 위한 기금 등의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피

해자에게 고액의 이득을 주어서 부당하다는 점을 해소하면서 재발방지 및 

유사행위의 발생을 더욱 억제하는 기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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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요건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서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36) 즉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제조건으로 전보적 손해배상의 인정이 요구된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에서는 가중적 요건이 요구된다. 보통법상 인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통상의 불법행위 전보배상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

정할만한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즉 가해자의 악의, 사기, 사

악한 동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타인의 권리 내지 이익의 무시라고 보여

지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미국의 각 주(州)에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 요건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타인의 권리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행위만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함에 충분하다는 주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등 

위법행위의 의도적 수행을 나타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주도 있다.

(4)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는 핵심 영역은 불법행위 분야이다. 유형

화하면, 첫째, 신체에 대한 권리 침해로서, 구타, 폭행, 불법감금 등과 같은 

침해, 둘째, 인격권의 침해로서, 명예훼손 등과 같은 침해, 셋째, 기타 현대

적인 불법행위로서, 제조물 하자로 인한 책임, 인종차별과 남녀 성차별, 횡

령, 사기와 같은 기망적 거래행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침해, 합병 관련 불법

행위, 금융거래 관련 불법행위, 독점규제법, 평등고용기회법 위반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순수한 계약적 행위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혁적으로 보통법상 발달과정에서도 기인하지만, 계약적 

136)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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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는 비교적 손해정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

로 계약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첫째, 악의적으로 계약위

반을 하여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

입자를 불법적으로 축출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 고의적인 불법행위로부

터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 물품 판매계약에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를 들 수 있다.

(5) 배상액의 산정

미국에서는 배심원이 피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평결절차를 밟는다. 배상액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없지만, 행위

상태, 행위 동기, 실제로 생긴 손해에 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관계, 피해

자·가해자의 각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객관적 기준이 없고, 사

실인정권자인 배심원의 재량사항에 해당하여 자의로 흐를 우려가 있고, 그 

배상액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하다. 현실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동일 불법행위의 재발을 예방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주에서는 배상액을 제

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배상액 또는 배상비율의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50만달러의 한도를 정하거나 전보배상액의 3배를 한도로 하는 방법이다.

둘째, 원고와 정부가 강제적으로 배상액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징벌적 배상액의 75%를 주 기금으로 납입도록 하는 방법이다.

셋째, 동일한 청구원인에 대한 중복 배상에서 감액하는 방법이다. 사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고려한 후 징벌적 손

해배상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넷째, 징벌적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미국식약청(FDA)

에 의해 인정된 약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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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한 찬반론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학

계에서 찾을 수 있으나, 동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도입 논의는 1990년대에 

법무부의 법무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집단소송법의 개

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민사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서 도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는 소비자보호, 언론피해 구제, 차별행위 구제, 특

허침해 등 분야별 법영역에서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논의가 

촉발되었다. 

또한  2003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2005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도입 찬반 논의를 소개한다.137)

가. 도입 찬성론

(1)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상 실제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고, 소비자 피해 사건 등에서는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

기 어려워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소송수행비용을 감당하

137) 이하의 논의는 김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민사법학」 제50호, 한

국사법행정학회, 2010.9, 239-249면 ; 조광훈, “징벌적 민사소송제도의 도입 논의에 따

른 법이론적 상충관계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2006.6, 21-31면 ; 최정학, “기업범

죄와 징벌적 손해배상”, 「민주법학」 42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3, 275-279면 ; 

황정미・최준선, “하도급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고찰”, 「성균관법학」 24권 2

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6, 630-640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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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여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한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2)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를 유발하여 얻는 

이익과 배상책임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여 이익이 비용보다 클 때에는 고의

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와 같이 불법행위제도가 불완전하게 집행될 수 있음을 악용한 고의의 불

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3) 가해자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이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

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처벌기능은 원래 형사법 및 행정법의 영역이나, 공적

기관이 모든 잘못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렵고, 공저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며, 형사책임의 입증이 

엄격하여 고의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적합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재가 필요함에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한다.

나. 도입 반대론

(1) 민사법과 형사법의 준별 체제

징벌적 손해배상은 주로 미국과 같은 영미법 계열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독특한 손해배상 제도로서 이와 법체계를 달리하는 우리와는 잘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륙법체계는 전통적으로 민사와 형사책임

을 엄격히 구분해 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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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현실적 손해에 국한될 뿐, 이를 초과하여 제재적 혹은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고액의 배상은 허용되지 않다. 

(2) 이중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면 형벌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벌은 아니고, 절차상 민사소송에 

의하므로 형사제재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

질적으로 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특히 이것이 주로 벌금형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기업과 같은 법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므로 사실상 이중처벌이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절차상 보장되는 피고의 권리가 문제된다. 민사소송에

서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무죄추정권이나 진술거부권 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재

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통상 형벌인 벌금보다 많은 액수가 부과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권리보호의 부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된다.

(3) 과잉배상

지나치게 높은 배상액의 부과가 헌법이 규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비례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과잉제재이므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우발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남소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 배심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판사들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과된다는 점 등도 아울러 지적된다.

(4) 기업부담 증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예측할 수 없고, 과도한 액수로 기업이 파

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높은 손해배상액의 부과는 결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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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을 위축시켜 전체 국가경제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주장

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다수 소비자들의 집단소송과 결합하게 되면 

그 배상액이 엄청난 규모가 되어 해당 기업의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높은 배상액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험적인 투자

를 꺼리게 되고, 이것은 전반적인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 대체 방안 주장

(1) 민사소송의 실효성 제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

한 비용 즉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예측가능성을 제거하고 불

법행위로 거둔 이익을 박탈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져야 하는데, 외국의 실무

를 보면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전보배상액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예측가능하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실무 예는 소액 다수 피해자 사

건에서 주효하게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억제 효과

에 대해 실증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오히려 집단소송‧단체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해자들이 소송제도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수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나 소송경제 및 불법행위의 억제 

효과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해결 방안이라 주장한다.138)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위해서는 이례적 경우에만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위자료의 전반적 상향을 포함하여 

전보배상의 기능을 강화하는 편이 보다 나은 대안이라 지적한다. 아울러 변

호사보수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변호

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실제로 보전받을 수 있게 하고, 소액의 피해가 발생하

거나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소비자 피해 사건처럼 공익적 소송인 경우에는 

원고의 소송비용 보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38) 김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민사법학」 제50호, 한국사법행정학

회, 2010.9, 268-2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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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벌 등 제재수단의 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처벌기능은 원칙적으로 형사법 또는 행정벌의 영역으

로서 이들 법영역을 정비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가해행위의 민사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사회적 법익의 침해에 대하

여 제조물책임법, 환경관련법에서 가해발생과 관련하여 고액의 벌금을 부가

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보완하고 절차상으로는 민형사절차의 복합형태를 고

려할 수 있다. 공법적 영역에서 다루어져야할 문제가 공법상 처벌하지 못하

여 발생되는 문제는 공법의 정비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39)

3. 하도급법에서의 3배 배상 제도

2011년 개정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칭

함) 제35조에서는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140)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일부이나마 제도적으

로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

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상생협력에 의한 동반성장의 여건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도 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립ㆍ발전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에서 

2011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 3배 배상 제도도 도입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관계는 기업간 거래관계 측면을 강조하는 거

139) 정해상, “손해배상의 법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계”, 「중앙법학」 6집 4호, 중앙법

학회, 2004.12, 251면.

140) [시행 2011.6.30.] [법률 제10475호, 2011.3.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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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관계와 모기업의 독점적인 지위에 따른 부당한 요구도 감수해야 하는 구

조관계로 낭비되는 비용이 많은 것이 관례이다. 하도급의 불합리한 구조와 

결과는 대중소 기업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로도 이어

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

면서(제12조의3 제1항), 원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

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또한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제12조의3 제3항), 원사업자가 이

를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책

임을 전환하고 있다(제35조 제2항).

이처럼 3배 배상명령제도는 기술탈취행위 중에서도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

술자료를 유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입되어 있다.

4.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기업범죄는 그 행위의 특성상 형벌이 쉽게 부과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로

써 비슷한 행위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억지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행정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이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범죄는 그 수나 

규모가 팽창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기업에게 막대

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불법이익을 넘어서는 

제재가 과해질 필요가 있다.141)

141) 최정학,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 「민주법학」 42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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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개인이 입은 손해가 경미한 경우 자신이 

입은 손해를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고 설영 인지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

구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기업은 예상되는 손해배상

액이 불법행위를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작으면 반복적으로 가

해행위를 감행할 것이다.142) 그러므로 기업에게 법준수를 촉진하고 법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이 적절한가는 일반

론적으로도 그렇고 각 개별분야에서도 그렇고 상당한 논란이 많다. 특히 이

중처벌의 문제나 과잉배상의 문제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국한하여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이 유일한 사례일 뿐이다. 

노동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검토되고 있

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임금체불의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은, 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경제적 제재의 수단에 해당되더라

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연혁적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

임(민법 제750조143) 참조)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반면 임금체불은 근로

계약상의 의무불이행 즉 채무불이행144)에 해당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인 경우

도 최저임금액으로 임금액이 조정되어 임금지급의무 위반으로서 채무불이행

2010.3, 296-297면.

142) 이덕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일고찰”,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24집 3호, 

2007.8, 584면.

14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44)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

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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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된다. 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는 미지급임금액이 해당되

므로 손해액이 명확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연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배상을 명할 필요가 있는 예외에 어울린다는 

점과 비교된다.

둘째,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임금체불은 법준수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한 경

제적 제재의 정도 내지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위반

은 개인별로 그 액수가 적어 수십배를 할증한다하여도 피해자로부터 소송제

기를 유도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임금체불은 개인별로도 그 액수가 많아 

수배의 경우도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사재판상의 청구를 함으로써 실현되는 것

인데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기대하지 못해온 

관례가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으로 개선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적 해결 속에서 징벌적 

효과를 도모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최저임금법 위반 내지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높다 하겠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과 예방적 억제기능을 갖는다는 점은 경제적 제재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내지 임

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준수를 확보하는 방향에서 다른 경제적 제재 

수단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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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효성 확보방안

1. 경제적 제재 강화의 필요성

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의 현황상의 문제점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관련 현황에서 살펴보듯이(제2장 참조), 최저임

금 미만율(‘12년 8월 9.6%, 1,699천명)이 지나치게 높고 체불임금액 또한 

매년 1조원을 상회(‘12년 11,772억원, 28만5천명)하는 등 그 위반이 심각하

며, 최저임금 위반 내지 임금체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제도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원칙에 대한 규

율이 최저임금 위반 내지 임금체불을 제대로 방지‧억제하고 있지 못하다. 

헌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는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

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헌법 차원에서 근거

를 갖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이루는 제도이다. 일반 국민이 사용자가 되는 경

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한 의무이다.

또한 임금이 그 지급일에 제대로 지급되어야 함도 당연하다. 임금은 근로

자가 생활하는 근본 수단이다. 임금체불은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에 대한 위

협이 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에 대해 형벌의 제재가 규정

되어 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

나 근로자 퇴직 후 청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그러나 형벌 규정이 법 위반을 

억제하여 법 준수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사건을 대부분 시정지시로 해결하고 있다. 사

법처리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그 때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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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대로 지급하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는 적다.

임금체불은 상대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사법처리하는 사건이 많다. 그러나 

사업주나 경영담당자가 실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임금

체불액에 비해 극히 적은 액수에 불과한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에 대해 시정지시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된다.

결국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도 법위반을 방지, 억제하는 효과

가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나. 현행 경제적 제재 방식의 한계성

현행법상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지연이자제도 등은 경제적 제재의 속

성을 가지나,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억제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사용자가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가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명단 공개 및 신용정보기관에 자료 제공

2012년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1270호, 2012. 2. 1. 일부개정, 시행 

2012. 8. 2.)은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기관에 자료 제공 제

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악질․상습적인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

고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고용

노동부장관은 3년 이내 임금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

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근

로기준법 제43조의2). 공개내용은 체불사업주의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이름), 나이, 주소 등과 3년간의 체불액이며, 공개방법으로는 관보, 홈페이

지, 지방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한다(근로

기준법시행령 제23조의3).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 이내 임금을 체불하

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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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

하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새로이 도입된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기관에 자료 제공 

제도가 실제로 임금체불을 억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시행 초기이

어서 아직 분석하기 어렵다. 

명단공개나 자료 제공은 법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방식 중 경제적 제재의 

속성을 가진다. 다만 그 작용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명단공개나 자료 제공을 통해 거래나 금융상의 불이익을 주는 간접

적인 제재 방식이다. 또한 명단공개나 자료 제공은 악질․상습적인 임금체불

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이 그 대상이다. 유

죄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만이 해당되므로 임금체불을 하여도 나중에 시정하

면 형벌은 받지 않게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막기 힘들다. 현재 최저임금 위

반이나 임금체불을 함으로써 얻는 직접적인 이익에 비교하여 나중에 받을지 

모를 간접적인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는 사용자에게는 법위반을 

억제하기 어렵다. 명단공개에 따른 사회적 비난 외의 직접적인 경제적 불이

익을 느끼지 못하는 사용자에게는 단순한 명단공개만으로는 임금체불을 억

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다.

(2) 지연이자

지연이자제도(근로기준법 제37조)는 민법(연 5%) 또는 상법(연 6%)이 규

정하고 있는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연 20%)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신속

한 체불임금변제를 유도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에 대한 높은 비

율의 이자가 지급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지연이자제도는 신속한 임금체불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임금체불 자체를 미연에 방지되는 효과는 적다. 또한 

퇴직자에게만 적용되고 재직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지 못한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퇴

직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제도가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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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경제적 제재 수단의 모색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을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미미하거나 또는 불이익

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면 위반하지 않도록 억제되지 못한다. 임금체불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용자가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가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그 사용자는 법위반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사용자 일반도 3배의 불이

익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느끼게 되어 법위반을 통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아 

법위반이 방지된다.

이러한 경제적 제재 수단은 그 제재의 정도가 법위반 방지의 실효성을 가

질 수 있는 부담의 정도가 되어야 효과적이다. 또한 그 부담이 실제 느낄 수 

있어야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고 

하도급법에서 3배 배상 책임 이외에 피해자에게 직접 수배를 배상하도록 가

해자에게 명하는 방식은 드물다. 

다만 수배의 금액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고용

보험법 등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뇌물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공금유용 등의 경우 그 액수의 5배까지 ‘징

계부가금’이라는 명칭으로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고145) 「고용보험법」의 경

145)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

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

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

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

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

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

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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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상의 각종 지원금에 대해 거짓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소위 ‘부정수급’)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해당 액수

의 환수 이외에 5배 이하의 추가징수가 가능하다.146) 이 경우 추가징수의 

법적 성격은 행위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에 해당한다. 또

한 지원제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해 복합적 제재를 가하

는 것을 인정하는 예시이기도 하다. 즉 징벌적 배상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도 다른 명칭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제적 제재가 가능하다. 한편 「변호사

법」의 경우에는 변호사협회로 하여금 법 위반 내지 비위행위를 저지른 변

호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 종류 중에서 경제적 

제재로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있는 동시에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3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도록 하는 복합적 제재의 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147)

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46) 고용보험법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

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7) 변호사법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변호사법 제 제98조의5 (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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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법 위반을 방지하는 경제적 제재의 다른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

에서는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구체적 방안에 대한 각론적 검토

가. 제재 대상

(1) 위반 사정

최저임금 위반 내지 임금체불에 대해 그 위반 사정에 따라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 또는 적합한지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법위반을 방지할 정도로 중한 부담이 되어야 한다. 한편 그러한 부

담이 어쩔 수 없이 법위반을 하는 경우나 과실로 법위반을 하는 경우까지도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여 기업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

러므로 위반 사정에 따라 경제적 제재가 적합한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경제적 제재가 가장 적합한 것은 고의적 내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

하는 ‘법 무시 유형’이다. 사용자가 법위반을 통해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크다

는 생각하여 법위반을 하려는 경우이므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이익보다 불

이익이 크도록 만드는 것은 효과적인 제재이다. 또한 고의적으로 법위반을 

하는 경우는 법위반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법위반을 하였다는 

점에서, 경제적 제재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못하다.

② 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

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

부,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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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 준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 법 위반을 알지 못하는 ‘법 무관심 유

형’은 경제적 제재가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국민은 법 준수를 하

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 무관심이나 법 무지가 면책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제재까지 받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

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속적 관계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관계에서는 노동법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준수가 요구되는 정도가 

강하다. 특히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 경우 근로관계에 대한 

법 규율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무관심 내지 무지는 그 책임이 중하다. 또

한 최저임금 준수나 임금 지급은 근로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이며 근로

자가 계속 근로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질서라는 점에서도 사용자의 무

관심 내지 무지도 그 책임이 중하다.

셋째,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인 ‘법 

준수 기대 감소 유형’이 경제적 제재가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판례는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상 자금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벌의 부과하지 않는다.148) 형벌의 경우에는 형벌이 중하

다는 측면에서 기대가능성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조각하

여 법위반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형벌이 아닌 경제적 제재는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경제적 제재의 목적이 형벌보다도 더 실효성을 갖는 제재 수

단이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인 면도 존재한다.

넷째, 법 위반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고의 판단 난이 유

형’도 경제적 제재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판례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

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서 위반죄의 고의를 부인한다.149) 위 셋째의 법 준수 기

14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

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

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149)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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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감소 유형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경제적 제재는 법 무시 유형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그 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가 필요한지에 관해 사안에 따라 그 필요성을 검토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최저임금이 국가의 기본질서라는 점, 근로관계에서 최저임금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경제적 제재의 대상으

로 적절하다. 최저임금 위반을 하여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에서 고의로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게는 특히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법 무시 유형)는 물론 최저임금에 

대해 무관심하여 위반하는 경우(법 무관심 유형)이나 경영상, 자금사정상 불

가피한 사정이 있어 위반하였다는 경우(법 준수 기대 감소 유형)도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된다. 이

로써 최저임금이 기초질서로서 정착될 수 있다. 비록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

라도 그것을 이유로 최저임금 위반을 의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최저임금

이 건전한 자본주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최

저임금의 비교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인지의 판단(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참

조)은 종종 해석상 논란이 제기된다. 이러한 경우는 전술한 고의 판단 난이 

유형인데,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최저임금 준수를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고

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

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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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제재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부각된다.

(3)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 임금

체불에 대해 사후적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고 또한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나, 이러한 구제 방식은 사후적인 것이어서 

사전에 임금체불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효과가 적다.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이 체불임금액보다도 더 커진다면 임금체불을 의도하지 않

는다.

한편,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

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 수당의 지급도 강제된

다. 이러한 임금들의 지급 여부에 대해 사용자가 무관심한 경우까지도 경제

적 제재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할증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되

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단, 이 청구는 위반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관한 미불금 

외에 이와 동일한 액의 부가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노동기준법 제114조). 

일본의 부가금의 지급 방식은 법정수당에 국한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인정된다. 근로계약상의 약정임금은 대상이 아니라 초과근로수당 등 할증임

금인 법정수당만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제재의 대상이 제한적이다. 우

리나라에서 법원의 판결로 부가금의 지급 방식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의 약정임금뿐만 아니라 초과근로수당도 포함하여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겠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등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는 통상의 근로

에 대해 약속된 임금을 중심으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시간 근로가 많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 등의 지급액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연장근로



- 110 -

수당 등의 계산을 위한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특정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

되는지에 관한 노사간의 이견으로 분쟁도 발생한다.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행정적 제재로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법에서는 노사간

에 명확하게 법위반이 있는 액수를 기초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만약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임금을 경제적 제재의 대상으로 한다면, 고

용노동부가 노사에게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판단 준칙을 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경제적 제재의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150)

경영난에 따라 임금 체불이 이루어진 경우 경제적 제재가 적합한지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는 경영난으로 임금 자체의 지급도 어려운 상황

에서 그 외에 경제적 제재까지 부과된다면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제재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반대로 둘째는 경영난이 있어

도 임금 지급은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의 유예

나 연기에 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조업을 단축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책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의

도적으로 법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가능한데, 경제적 제재가 부과된다면 이로써 다른 사용자

들이 임금지급 위반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증대될 수 있다. 

어느 쪽의 정책을 선택하는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경영

난에 따른 임금 체불에 대해 제재의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근로자 구제의 측면을 강조하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

을 강화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채권보

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은 퇴직자의 경우에만 체

당금 지급을 인정하지만 재직자의 보호를 위하여 재직 중의 임금체불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에 대해 노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경제적 제재

150) 고용노동부는 오랫동안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통상임금산정지침」을 마

련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현행 예규는 2012. 9. 25. 개정된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예규에 따라 판단하지는 않지만, 예규는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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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예를 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이견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분쟁은 노사가 자주적으로 해결

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추

가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원

의 판결로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이후에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부지급 관행을 유지한다면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

(4) 명시된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위반 판단

경제적 제재가 위반 사정과 관련하여 과도한 제재로 평가되지 않으려면 

의도적인 위반을 중심으로 경제적 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의도적

으로 법위반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명시된 근

로조건과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즉 사용자가 임금액을 최저임금액보

다 미달하게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한 임금액이나 계산방법을 위반하여 임금 체불을 한 경우 

등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 내지 임금체불을 의도적으로 한 경우에 해

당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도 변경된 임금을 명시하여야 한다(제17조 제1

항). 임금을 명시의 방법으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으로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명시의무 내지 교부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제114조).

또한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등의 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

을 작성하여야 하며(제93조),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제14조 

제1항). 취업규칙 작성의무 내지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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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제116조 제1항).

이러한 명시 및 교부의무, 취업규칙 작성 및 주지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

도록 행정감독 내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5) 최저임금액에 대한 홍보 중요

최저임금이 국가의 기본질서라는 점, 근로관계에서 최저임금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대해 무관심하여 최저임금

을 위반하는 경우(법 무관심 유형)도 경제적 제재의 대상이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액은 매년 새로이 결정되어 변경된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액의 상승 변경을 모르고 있어 과실로 최저임금액 미달의 지급을 하는 경우

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최저임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법질서 준수를 제고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사회적

인 기초를 형성한다. 

지금처럼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최저임금액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익광고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한편 최저임금액의 변경은 물론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해 무관심한 사업주들도 존재한다. 근로관계의 기본

적인 규율과 질서에 대해서는 물론 그 홍보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없는 사업

주도 존재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홍보는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

는 홍보가 아울러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대한 홍보 엽서를 일괄적으로 배송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나. 제재 방식

경제적 제재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적정하여야 한다. 경제적 제재의 방식

으로는 벌금과 같은 형사적 제재 방식,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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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배상명령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 방식, 법원이 부가금의 지급 판

결을 내리는 소송 방식 등이 검토 가능하다. 최저임금 위반 내지 임금체불에 

어떠한 제재방식이 적절한 수단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1) 벌금형 방식

현행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징역형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벌금형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금을 규

정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보이나, 임금체불에 대해 벌금형 등 형벌을 부과

하는 국가는 드물다.

벌금형 방식은 낮은 금액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 재발 방지나 다른 사용자

에게 위반의 억제 등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위반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부담

이 될 수 있도록 벌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개선안이 제시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지급

된 근로자 1인당 최고 1,500유로의 벌금이 가해진다. 1년의 기간 동안 재범

의 경우 사용자는 최고 3,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개의 재범

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재범의 횟수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누적 적용을 받

는다. 네덜란드는 1인당 최대 6,7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악질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50%를 할증한다.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알제리, 벨기에

와 도미니카공화국은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의 벌금형을 관련 근로자수, 위반 액수, 

반복 횟수 등에 비례하여 상승하거나 가중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이로

써 일반인들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위하를 느껴 최저임금 위반의 억제가 

가능해 질 수 있다는 면을 기대한다.

그러나 벌금형은 경제적 제재에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첫째, 경제적 제재 강화가 논의되는 것은 그간의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한 점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벌금 부과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

제로 처벌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 실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이 법을 위반해도 적발되지 않으면 될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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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이 방지되지 못한다.

둘째,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근로자 명수에 가중하여 벌금을 증가시킨다거

나 임금체불액에 비례하여 벌금을 가중한다면 벌금액수가 다액이 될 수 있

겠지만, 벌금형은 형벌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다액의 벌금은 적절하지 않다

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형벌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의도적으로 법 위반이 계

속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힘든 경우도 생긴다.

일반적인 위하를 높이기 위해서는 벌금액수를 상향하기보다 반복적인 위

반에 대해 구금의 신체형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미국은 최저임금, 시간외근

로수당 등에 관한 공정노동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벌로 고의의 위반자에게

는 최고 1만 달러의 벌금(fine) 또는 최고 6개월의 금고(imprisonment) 내

지 양자의 병과가 있고, 다만 최초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과해지지 

않는다(제16조 ⒜). 형벌적 제재의 경우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처럼 징역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과형으로 두는 것이다. 징역과 벌금

을 병과하는 것은 합헌이며 그 실효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2) 범칙금 부과 방식

형벌로 벌금형을 규정하더라도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드물거나 

지연되는 등의 사정으로 제재로서의 효과가 적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통고

처분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인 범칙금 부과 방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범칙금 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행정기관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범칙금은 그 법적 

성질이 본래 벌금으로서 형벌에 해당한다. 다만 실체적 측면에서 벌금과 다

른 점은 전혀 없고 절차적 측면에서 특징이 있을 뿐이다. 즉 비교적 소액의 

범칙금을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통고처분을 통해 납부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으로 간소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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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관련해서 범칙금으로 제재한다고 했을 때, 범

칙금 자체는 원래 비교적 소액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에 대해 절차법적으

로 간소한 절차로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범칙금의 액수가 작은 경우 

실효성이 약하다. 그런데 범칙금의 액수가 커지면 공소권 침해의 문제가 발

생할 여지가 있게 된다. 즉 행정기관의 통고처분을 통해 고액의 범칙금 납부

가 가능해져버리고 이로써 일사부재리 효과를 거두게 된다면, 법무부나 검

찰, 법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즉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형벌 적용 사안에 대해서까지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범칙금의 본질적 성격이 벌금이라는 점으로 인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서 다시 형벌(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요컨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3) 과태료 등 제재금 부과 방식

1) 과태료는 법 위반에 대해 즉시 부과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반복되는 경

우 계속 부과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저임금이 기본질서라는 점에서도 

과태료 부과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제재로서 법 위반을 억제하

는 효과가 높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 대한 배상과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므

로 최저임금법 위반 시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미국은 최저임금 위반을 의도적으로(willfully) 또는 반복하여(repeatedly) 

행한 경우(고의범 또는 재범의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위반 건당 1,100 달러

까지의 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조 ⒠⑵). 

노동부장관이 제재금의 적정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규모와 위반

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제16조 ⒠⑶). 사용자가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소송을 제기하여 징수한다(제16조 ⒠⑶(B)). 공정근로기

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금고형과 같이 형사적 처벌 이외에 별도로 노동

부장관이 제재금(민사금전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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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재금은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최저임금법 위반 시 비용을 증가시키

는 효과를 가진다.

영국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행정청(HMRC)이 조사한 결과 미지불통고(a 

notice of underpayment)하는데 이 통고는 통지서상의 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불금의 지급과 과태료(financial penalty)의 납부를 내용으로 한

다. 과태료의 액수는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된 총 근로자들의 미지불금액 총

액의 1/2로, 최저 1백 파운드, 최고 5천 파운드이다(통고일 14일 내에 통고

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과태료는 50% 감액된다)를 하면서 아울

러 과태료(financial penalty)를 부과한다. 종전에는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과하던 것을 법위반을 확인하면 미지불통고와 과태료부과를 동시에 

하도록 개선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한다. 과태료의 액수는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된 총 근로자들의 미지불금액 총액의 1/2(최저 1백 파

운드, 최고 5천 파운드)로 경제적 제재 효과를 갖으며, 한편으로는 통고일 

14일 내에 통고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과태료는 50% 감액되므

로 이행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진다. 된다. 과태료 부과는 형사처벌인 벌금형

(5천 파운드)과 별개이며, 벌금형은 중대한 위반인 경우 벌금형의 상한이 없

는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하다.

2) 벌금이나 과태료나 법 위반자에 대해 경제적으로 제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벌금과 과태료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이는 환형유치인데, 벌

금의 경우 1일 5만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데 비해 과태료의 경우 

무자력 혹은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강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아무리 많이 부과해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위반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반대

로 보자면, 과태료는 그 액수가 벌금에 비해 많이 높아질 수 있다. 이미 노

동법 분야에서도 과태료의 액수는 1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위반자에게 아무리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을 방

법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 입장에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의 벌금이 

더 위하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1일 5만원 기준으로 노역장유치를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태료의 경우 위반자에 대해 다른 방법의 압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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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나 벌금의 경우 압수, 수색, 체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심지어 

현행범체포도 가능하다. 그런데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부과 사안과 관련하여 

위반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므로, 이런 점에서 약점이 있고 이런 부

분들의 극복을 위해서는 행정조사를 수반해야 한다. 만약 행정조사의 기피나 

방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부하는 경우 형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효과가 있다.

한편 행정청 입장에서는 벌금보다 과태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벌금은 행정청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이다. 우선 검사의 

기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행정청은 관여의 여지가 없기 때

문이다. 그에 비해 과태료의 경우 행정청이 바로 부과 및 징수할 수 있기 때

문에 간편하고 설사 위반자가 불복하더라도 법원 단계로 가는 것은 상당히 

뒤의 일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권한 행사라는 측면에서 행정청이 선호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행정형벌(벌금)의 단점으로 거론되는 사항들 예컨대, 인권침해, 증

거법적 엄격성으로 인한 무죄 판결의 빈도,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저항감 등으로 인해 과태료가 선호되는 이유도 있다.

또한 벌금과 과태료가 징수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국면과 그 효과가 다르

다는 점도 있다. 과거 벌금의 경우 법무부의 수입으로 귀속되었고 법원이나 

검찰의 건물신축 등을 위한 특별예산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 해당 주무관청의 수입으로 반영되어 국고에 귀속되며 추후 

예산 배정에 있어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 입장에

서 요긴하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재금의 역사와 관련해서 보자면 쉽게 이

해할 수 있다. 제재금의 경우 단순히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과거 제재금 징수 후 일정 액수를 해당 공무원 내지 해당 관청

의 수입으로 인정해주었다는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된다.

3) 다만 과태료 부과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과태료는 그 명칭 때문에 때로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다

고 관념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형벌의 제재를 갖던 종전보다 오히려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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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으로 잘 못 오해될 우려가 있다. 과태료라는 명칭의 문제는 ‘제재금’, 

‘부가금’ 등 다른 적절한 명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 등의 위반에 대해 과태료의 액수가 경제적 제재

에 적합한 수준이 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부과가 이루

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준수를 경시하도록 악화될 

수 있다. 결국 행정적인 제재인 과태료 등 제재금 부과 방식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부과하여야 경제적 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종전의 체불임금 행정은 개선조치를 통해 사실상 구제를 도모하는 

방향이었는데, 임금체불에 대해 과태료를 즉각 부과한다면 사용자가 체불임

금을 시정하려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의 행위

는 작위이므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에 대해 재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결

국 근로자 구제에 미흡해지는 면을 고려하여 근로자 구제를 위한 다른 방안

이 복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① 영국이 최저임금 미지불통고일 14일 내에 통고서의 요구사

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액해주는 것처럼 사용자가 자발적

으로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 액수를 사후적으로 감액하는 방식, ②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종래 형벌은 과태료 등 행정적인 제재금으로 바꾸더라도 근로

기준법상의 임금체불은 그대로 형벌을 존치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행정

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토록 하는 방식, ③ 미국과 영국처럼 고용노동부가 근

로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신하여 제기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4) 한편, 과태료 부과를 도입하는 경우 종전 형벌 규정은 존속하는 것인지

를 검토하여야 한다.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 형벌 부과가 또 

이루어진다면 이중처벌이 된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질서벌(과태료)과 행정형벌(벌금)의 병과와 관련해서 종래 판례 중에

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하는 판례151)가 있다. 그러나 현대에 오면서 과태료

151) ①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

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

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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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벌금은 행위 태양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반행위의 경중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만큼 상대화되었다. 그래서 병과하는 경우 이중처벌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벌금이 대거 과태료로 변하게 된 

것도 벌금 대신에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 것이지 형벌과 과태료의 이중 부과

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즉 벌금과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병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형벌을 모두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아질 위험도 

있다. 과태료의 액수를 고액으로 함으로써 경제적 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

다는 장점도 있지만, 과태료를 고의로 미납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제재의 효

과가 반감된다. 현재 과태료의 경우 현재 미집행 액수가 수십조에 달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52)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과태료 등

의 행정적인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과태료만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다른 제재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제재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복합제재의 예로는, 위반회수, 위반액

수, 과태료 미납 액수 등을 각각 별도로 혹은 함께 고려하여 출국제한, 영업

정지, 사업허가 취소나 추후 제한, 형벌 부과 등으로 하는 방법들이 가능하

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이 반복적

인 경우나 과도한 다액인 경우에는 징역형을 원칙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방

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

석되므로, 만일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

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

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

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

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

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152) 예컨대, 전국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008년 기준 미납된 과태료 액수는 5천3백

억 원을 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부과하여 미납된 과태료 액수는 2008년 기준으로 1조

372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종한 외,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0, 20~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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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위반회수를 가지고 제재를 가중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회를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삼진아웃제 같은 것이 그러하다. 위반회수나 위반액수를 기준으로 제재를 가

중하는 것은 행정법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다. 

이중처벌의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둘 때 근

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태료 부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사법처리함

으로써 노동행정 집행과정에서 이중 처벌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1차 위반인 경우는 과태료 부과, 2차 위반의 경우

는 사법처리, 즉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라면 이중 처벌이 아

니라 판단된다.

5) 과태료 등 제재금 부과에서도 적정비례원칙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부과

되어야 한다. 제재금의 액수를 지나치게 다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최

고한도를 정하고 그 액을 넘는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다른 제재조치(예를 들면 형벌)를 복합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4) 과징금 부과 방식

1) 과징금이란 일반적으로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으

로 경제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을 말

한다. 과징금은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벌금이나 과태료와 내

용적으로 동일하지만,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에 초점이 

맞춰진 금전적 부담이라는 점에서는 벌금이나 과태료와 다르다.

경제적 제재로서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지 않고 과징금을 도입하더라도, 과

징금의 경우 이미 징벌적 배상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이라는 장점 이외에도, 

또한 과징금은 과태료 등 다른 제재금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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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유의미한 방안이 된다. 

첫째, 위하력이 높다는 점이다. 과징금은 종종 다액이어서 과태료보다 중

한 제재로 인식된다. 경제적 이익의 환수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다

액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 제22조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매출

액의 100분의 10이하-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과징금의 경우에는 형벌과 병과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형벌은 행위

반가치와 결과반가치에 대한 제재이지만 과징금은 불법적인 이익을 회수하

는 것이 목적이어서 양자는 제재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2)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서 과징금 부과 방식의 일반적인 장점으로는 부

과주체, 용도 특정, 절차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과징금의 부과주체는 기본적으로 당해 행정관청이고, 심지어 공단도 

가능하다. 예컨대, 부과주체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고용노동부장

관이 부과주체이며,153)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고,154)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다.155) 

둘째, 과징금은 그 용도를 별도로 법령으로 특정할 수 있어 징수금을 근로

자를 위해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에 대해 과징금

15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 (과징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54)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

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1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① 공단은 제43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료제한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진료제한 조치

를 갈음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거짓이나 부

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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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할 때 는 그 징수금의 용도에 대해 유의하여야 할 점

이 있다. 불법적인 이익을 회수한다는 의미의 전통적인 과징금의 경우 위반

자의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런데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과징금으로 제재한다고 

할 때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단순히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를 일

정부분 채권자인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과징금은 그 용도를 법령으로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과징금 자체가 

반드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

컨대,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과징금의 용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한정하고 있으며,1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공동차고지의 건설과 확충,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

여 필요한 사업,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한정하고 있다.157) 수산업법의 경우 

시행령에서 과징금의 용도를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수리,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단속·수사 담당공무원의 지도·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불

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몰수한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156)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과징금)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1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과징금의 부과)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

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

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건설과 확충

   3.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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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으로 한정되어 있다.158)

셋째, 절차법적 측면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면 비송사

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으로 가서 다투어질 여지가 상존하지만, 과징금의 경우 

일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절

차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집행의 실효성이 보다 높을 수 있다.159)

3) 다만, 과징금이 단순히 이익의 환수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적 제재로서의 효과가 적거나 또는 제재 방식의 타당

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임금체불인 경우 체불액을 불법 이득로 본다면 그 액수가 클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 위반액수만을 불법 이득으로 보아 과징금으로 환수한

다한들 경제적 제재로서의 효과가 적다. 따라서 과태료 등의 제재금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금액의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위반액수

의 수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적절하겠지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

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시에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때까지 또는 임금체불액에 대해 지불할 때까지 1일 단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위반일수가 증가하거나 액수가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158) 수산업법 시행령 제82조 (과징금의 용도) ① 행정관청은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과징

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수리

   2.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단속·수사 담당공무원의 지도·단속 근무수

당 및 수사비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 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6.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

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의 수당 및 수사비: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159)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 (과징금)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

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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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4) 과징금이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하여 국가형벌

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한 법률에서 형사처벌

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다.160)  

그러므로 최저임금법에서 과징금과 형벌을 동시에 규정할 수 있으나, 과징

금과 형벌이 2중으로 부과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도 고려하여, 고용

노동부는 일반적인 위반은 과징금 부과, 반복적(2차 위반 등)이거나 악질적

(위반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등)인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내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인 불이행에 대해 이행

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은 행정법

상의 의무이행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이다. 따라서 최

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에 대해 곧바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연결되는 구

조는 부적당하다.

160) 헌법재판소 2003. 7. 24. 자 2001헌가25 결정【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24조의2위헌제청】: 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

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는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에 의한 부당내부거래

에 대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내부거래 억

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

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를 두고 헌법 제13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는 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

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정

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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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명령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

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그 예이다. 임금체

불에 대한 구제제도를 노동위원회의 관할로 신설하고 구제명령을 내리는 구

조도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구제를 실현

하는 수단일 뿐이어서, 이행강제금이 경제적 제재를 통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나 임금체불을 방지하려는 기능을 갖지 못한다.

(6) 부가금의 지급 방식

1) 최저임금 미달액이나 임금 체불액은 실제의 손해액이다. 그 액수를 초

과하여 별도의 배상을 추가하는 배상 방식은 경제적 제재에 해당한다. 추가

되는 배상은 흔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실손해

액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방식은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

체불의 규제에 적절하지 못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연혁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배상(민법 제750조 참조)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반면 임금체

불은 근로계약상의 의무불이행 즉 채무불이행(민법 제393조 참조)에 해당된

다.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연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명확

하지 않아 추가적인 배상을 명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배상방법이라면, 최

저임금 미달이나 임금 체불의 손해액은 미지급 임금액으로 명확하다는 점에

서 그 성질이 다르다. 하도급법상의 3배 배상 제도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해당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사재판상의 청구를 함으로써 실현

되는 것인데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기대하지 

못해온 관례가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으로 개선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배상에서 

사용자에게 부담을 높이도록 다른 방식의 경제적 제재가 모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을 산정시점의 최저임금

률로 계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그 금액이 위반행위 발생 시점의 금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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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피해 근로자에게는 공정한 보상이 

되고 위반 사용자에게는 경제적 패널티로 작용하게 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지불통고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청(HMRC)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관할 법

원(고용법원 등)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은 공정노동기준법 하에서 근로자의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은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최저임금 또는 시간외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본인

이 제기하는 소송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미지급분의 임금과 그와 동액의 부

가배상금(liquiated damages)을 청구할 수 있다(제16조 ⒝). 둘째, 노동부장

관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최저임금 또는 시간외임금의 미지급분과 그와 동액

의 부가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6조 ⒞). 이 경우 

근로자로부터의 신청을 요하지 않으며, 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노동부장관은 공정노동기준법 위반에 대한 금지처분

(injunction)으로서 최저임금 또는 시간외임금의 미지급분의 지불(부가배상금

은 포함되지 않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7조). 노동부장관이 위 

둘째 또는 셋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근로자 본인은 위 첫 번째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해당 근로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또한 이 때 배상 금액은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금액만큼 부가배상금이 포함될 수 있어 경제적인 제재 효과가 있

다. 

일본은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할증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단, 이 청구는 위반한 때로부터 2년 이내

에 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관한 미불금 외에 

이와 동일한 액의 부가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노동기준법 제114조). 이는 

부가금의 지불이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사용자에게 과함으로써 노동기준법상

의 일정한 금원청구권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과 함께 의무의 불이행에 의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해전보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다만 단순한 근로계약상

의 임금체불인 경우는 부가금의 지급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 체불에 대해 체불액 이외에도 그것과 동

일한 금액 또는 2배의 금액의 부가금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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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강화한다면 법 위반이 억제되는 효과가 크다 하겠다. 사용자에게 배

상액의 부담을 증가시켜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과 유사하다. 

3) 이러한 부가금의 지급 방식은 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해 배상

액을 증액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배상액을 증액하는 

본래의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그 유래나 성격이 다르다. 또한 임금체불액 이

외에 추가하여 부가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하도급법처럼 손해배

상액을 몇 배로 하는 것과 부담액의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 “수배의 배상”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체불임금의 2배를 배상하도

록 한다”고 규정하면 그 취지가 “체불 원금 + 체불 원금의 2배”라는 의미인

지, “체불 원금 + 체불 원금과 동일한 액수의 부가금”이어서 그 합이 체불

임금의 2배에 이른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해진다. “원금에 대한 지급” 부분은 

“채무이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가금에 대해 “배상”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면 적절한 표현이 되지 않는다. 하도급법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3배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② 원사업자가 …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하도급법의 3배 배상은 채무불

이행 책임이 별도로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 지급 방식

과 차이가 난다.

참고로 일본의 노동기준법에서는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의 지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61) 이처럼 “부가금의 지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

하다. 

161) 일본 노동기준법 제114조(부가금의 지급) 재판소는 제20조, 제26조 또는 제37조 규

정에 위반 한 사용자 또는 제39조 제7항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

한 미지급금 외에도 이와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청구

는 위반 있은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0조(해고의 예고) ⇒ 해고예고수당 ; 제26조(휴업수당) ; 제37조(시간외, 휴일 

및 심사의 할증임금) ; 제39조(연차유급휴가) 제7항 ⇒ 연차휴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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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부가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지급을 명하는 절차, 부가금의 

수준 등에 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민사소송 방식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액에 대해 민

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체불임금액과 아울러 부가금액의 지급을 판

결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겠다. 일본처럼 부가금의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

정을 둠으로써 가능하다. 

다만 민사소송 방식은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에 부가금액을 동일한 금액이

나 2배 금액으로 정하여도 그 액수가 적어 실제 소송 제기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최저임금 위반이나 초과근로수당 지급 위반에 대해 노동부장관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국도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지불통고를 준수하

지 않으면 행정청(HMRC)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관할 법원(고용법원 등)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의 소송을 당해 근

로자는 물론 고용노동부가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지방노동관서 소송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금체불이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체불인 경우 체불액 자체도 그 지급

이 어려운데 부가금의 지급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면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임금체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예를 들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동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가금액을 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둘째, 임금체불의 구제를 민사소송 이외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방식을 도입한다면 노동위원회가 체불임금액과 아울러 부가금액의 지급을 

명령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

도는 마치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유사하게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임금체불 구제제도에 관해 큰 틀을 바꾸는 것이므로 중장기적 방안

으로 적합한지의 견지에서 면밀한 후속 검토가 필요하겠다. 

셋째, 최저임금 위반처럼 비교적 위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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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행정을 하면서 체불임금액과 

아울러 부가금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

겠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도 지급하여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

는 방식이다. 시정명령 제도는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종

전보다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부가금 지급의 시정명령 제도는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다시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별도의 제도를 필요

로 한다. 즉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 과태료 또는 형벌 등의 제재 

수단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 영국이 과거 행정청이 최저임금 미달액통보후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던 것도 시정명령 제

도와 유사하다.

넷째, 부가금의 지급액의 수준, 즉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가, 

2배, 3배의 금액으로 하는가의 정책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 법질서를 위반한다는 측면, 소액이어서 소

송 제기가 어렵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제재로서의 비례성․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마도 부가금의 액수를 동일한 금액 또

는 2배의 금액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최저임금 위반이 

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의 방식도 적합

할 수 있다. 

반면 임금체불이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체불인 경우 체불액 자체도 그 

지급이 어려운데 부가금의 지급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면 과도한 제재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인 시정명령 방식보다는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배상액을 정하는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 법원이 임

금체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예를 들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동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가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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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금의 지급 방식은 지연이자제(현행 근기법상 퇴직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 발생)와 중복규제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양자가 ① “민사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② “이자”와 “부담금”으

로 형식은 다르지만 사용자의 부담액을 가중시키는 효과면서도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목적 내지 취지의 측면에서 보면, “퇴직시 신속한 임금

청산의 확보”(지연이자제), “임금체불의 예방”(부가금의 지급)로 서로 상이한 

취지를 가진다. 부가금의 지급이 임금체불인 모든 경우가 아니라 고의·상습

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

릴 수 있는 방식이라면 부가금 지급의 취지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의 예

방”으로 국한되므로, 지연이자제가 퇴직시 임금청산을 일반적으로 확보하려

는 것(임금청산의 모든 경우에 당연히 적용)과 그 취지가 더욱 상이해 지므

로 중복 규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두 제도는 효과의 측면에서도 서로 상이하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 

판단된다. 지연이자제의 경우 체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액수가 많아져서 사용자로 하여금 체불임금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는 반면에, 부가금 지급의 경우 부가금의 액수는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확정적인 것이어서 임금체불 자체를 예방하고자 한

다. 

지연이자제도는 ① “퇴직”의 경우에 한정되지만, ② 연 20%씩 계속적 추

가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만 계산해도 체불액 자체보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예컨대, 5년간 지체라면 이자만 해도 원금과 동일해짐), ③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면서 위반 자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부가

금의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라도 지연이자제도는 별도의 의미를 가진다.

(7)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1)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수익적 행정행

위의 철회(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이다. 형벌이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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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자가 얼마든지 그 제재를 회피하거나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형벌의 경우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과태료나 과징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그 액수를 결

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경우 위반자의 수익의 원천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자 입장에

서는 가장 위하력이 높다. 미국은 공정노동기준법에서 최저임금, 시간외임금 

등을 위반하여 생산된 제품의 출하 등 주간통상을 금지하는 이른바 ‘hot 

goods'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제15조 ⒜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이 조항

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1990년대 섬유산업 규제에서 찾아 볼 수 있

다. 미국의 주간통상 금지도 그 실질은 영업활동을 저지하는 것이어서 효과

가 크다.

다만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은 제재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위반회수나 

위반액수 등에 따라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

다.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는 이른바 변형과징금 등이 현대 국가에서는 빈번

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는 선택적 제재로 두어 

위반 정도에 따라서 탄력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2) 반복적인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로 인한 영업정지, 사업허가 취소 

등이 직업의 자유 등 침해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직업

의 자유 침해 문제는 없다. 오히려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 위반의 문제가 생

길 소지가 있으나 1회가 아닌 반복적 위반이나 액수가 큰 경우 이는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결부금지 위반도 아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

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

하는데162) 행정주체가 사인(私人)으로 하여금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때에는 그 의무위반과 그로 인한 제재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 혹은 목적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즉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자의 생존유지배려를 위한 것

인데 반해 영업정지나 사업허가 취소는 본래 해당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된 

16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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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처분이어서 만약 1회의 임금체불이나 최저

임금 위반으로도 영업정지나 사업허가 취소를 내리게 된다면 이는 그 의무

위반과 제재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게 된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최저

임금 위반을 하거나 임금체불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업주가 자신의 영업이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영업정지

나 허가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반복적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에 대해 영업정지나 사업인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데, 이는 환경법 분야를 참고할 수 있다. 환경법 분야의 경우 법 위반에 대

해 환경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업인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구하는 방

식은 환경법 분야에서는 빈번하게 존재한다. 예컨대,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호를 통해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163)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노동 분야에 적용해본다면, 예컨대, “고용노동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수 이상 또는 액수 이상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사업인허

1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70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2. 농약·비료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녹지지역,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의 지정

5. 폐수 또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 변경 또는 그 공작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

축·철거

9. 송유관·유류저장시설·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

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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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소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법률 조문으로 근

거를 만들 수 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이러한 방식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요구 등을 빈번하

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환경 분야가 가지고 있는 심대한 공익성 때문이

다. 노동 분야의 경우도 환경과 마찬가지로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규정을 두더라도 무방하며 위헌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무관청에 대해 영업정지나 

사업인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는 달리, 고용노동의 중요

성에 비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을 직접 할 수 있

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용노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현행법령 중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주무관청을 제쳐두고 다른 기관

이 직접 인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존재하고 있지 

않고, 그러한 법개정은 입법과정에서 소관 부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될 수 

있다. 

또한 주무관청과 해당 관청이 모두 인․허가 취소를 하도록 권한 규정을 두

게 되면 이는 엄청난 중복 규정이 될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 느끼게 되는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해지고 법률 차원에서 정하는 행정시스템은 one 

point 방식이어야 적절하다는 원리에 맞지 않아서 입법정책적으로 적절하다 

하기 어렵다. 국민의 기본권(특히 직업의 자유)의 관점에서 헌법 위반 논란

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하는 입법정책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인․허가가 필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업의 신고는 필요한데, 신고를 받는 기관은 시장․군수․구
청장이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고유 권한으로서 영업정지나 영

업소폐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의 요청

을 받아 영업정지나 영업소폐쇄를 할 수도 있다.164) 

164)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



- 134 -

결국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의 방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인허가권을 가진 주무관청에게 요청하는 방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직

접 행하는 방식보다 적절한 입법정책이라 판단된다.

5)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 자체에 대해 형벌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방식을 아울러 고안할 수 

있겠다. 참고로 공중위생관리법의 경우 영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형벌 

규정을 두고 있다.165) 

다. 제재의 수준

경제적 제재의 수준은 법위반의 이익보다 불이익을 크게 하여 동일한 위

반행위의 반복을 의도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법위반을 의도하지 않을 정도로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부담액이 되

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액의 상한선인 2천만원은 적은 

금액은 아님이 분명하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체

불액)이 2천만원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정도의 벌금액이 임금체불을 억제

하지 못한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은 최저임금 미달액, 임금체불액으로 그 금액이 분

명하다. 위반이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발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적발된 사건의 총 이득액과 동일하다면 경제적 제재의 효과

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위반

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

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65)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

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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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 경제적 부담이 3배 정도는 되는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제재의 위

반 방지 내지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연이자 제도처럼 연간 1.2배에 

그치면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못하다.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유용에 대한 

배상은 3배 배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할 만하다. 

최저임금 위반의 액수가 몇 십만원으로 소액일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경제적 부담이 3배의 액수여도 경제적 제재로서의 효과가 적다. 부과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도 아울러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3천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총 위

반 액수의 3배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식이 가능하겠다.

라. 경제적 제재금의 용도

경제적 제재에서는 징수한 제재금의 활용방안이 추가적인 과제가 될 것이

다. 이를 전부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체불임금액의 원금과 이

자(고율의 지연이자를 포함) 정도는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국

고로 귀속하되 근로자구제기금 등 특별한 용도의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묘안이 될 수 있다.

첫째, 행정청이 과태료 등 제재금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근

로자별 위반액을 조사하여 총 위반액수에 따라 경제적 제재가 가중되는 경

우로서 제재금의 액수가 총 위반액수의 2배의 경우를 예를 들면, 대상 근로

자별 위반액이 미리 조사되므로 제재금으로 징수한 금원 중 조사된 피해액 

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겠다. 행정청(고용노동부

가 부과, 징수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이 직접 당해 근로자에게 조

사된 근로자별 피해액(지연이자액을 포함)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나머지 징수금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기금은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소송을 대신 수행하여 그 지급을 확보

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 아울러 다른 임금체불 사건에서 위반 

여부의 조사, 제재금 부과 및 징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도중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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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임시적인 생활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고안

할 수 있겠다. 이는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긴급한 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하겠다.

둘째,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대신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에서는 체

불임금액은 피해근로자의 피해액 구제를 위해 지급하고 부가금액은 고용노

동부가 구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안할 수 있겠다.

마. 근로감독 체계와 임금체불 구제 제도에 대한 검토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법 위반을 

억제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근로감독 체계와 임금체불 구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아울러 필요하다. 

최저임금 위반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상시

적인 근로감독이 가능하여야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업장 근로감독의 현황을 

보면 근로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 노동관계법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필요와 사회적 

필요에 의한 감독에 치중하기 위해 정기감독을 줄이고 취약분야에 대한 수

시감독과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2012년에는 건설현장, 타임오프, 파견, 

모성보호, 연소자, 외국인, 장애인 등의 취약분야를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

하여 정기감독을 실시했고, 청소용역, 커피전문점, 고3실습생,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 수시감독이 이루어졌다. 2012년도 정기감독

은 7,093개소, 수시감독은 14,424개소, 특별감독은 202개소인데, 2008년도

의 24,915개소, 195개소, 14개소에 비교해보면 그 변화를 짐작할 수 있

다.166)

그렇지만 연간 1만 5천 건 정도의 수시감독이 이루어진다 하여도167) 총 

사업장 수가 1백5십만 개소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1% 정도만 감독이 이루

어지는 실정이다. 

16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2013년판)」, 213면 참고.

167) 실제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수시감독 이외에도, 최저임금 지킴이의 적

발, 사이버 신고센터 등의 신고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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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장 감독에 있어서까지 ‘선택과 집중’으로 실적을 

유지하는 방편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사업장 감독 대상 확대와 

신고사건 증가에 비해 한정된 근로감독 인력으로 지도점검과 사업장 예방 

감독에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따라 정기감독 물량을 대폭 줄이는 대신 사회

적 물의가 있거나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을 하고, 2009년부터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향상하도록 경비를 보조 지원함에 그친다는 것이다.168)

이처럼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이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그 원

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도 아울러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근로감독관의 수가 그 담당업무에 비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우리나

라는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쳐 근로감독관을 통해 감독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감독관의 직무의 범위는 방대하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최저

임금, 남녀고용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이른바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의 

근로감독 이외에도,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행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의 관련 업무도 해당된다. 최근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어(’11년말 발생), 영세사업장에서 퇴직금 체불 사건이 급증하

고 있다.169) 또한 비정규직 노동법 분야에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상 고용노

동부장관의 차별시정요구가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참조) 차별시정업무도 2012년 8월부터 근로감독관의 업무로 추가되어 있다.

근로감독관 중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제외하면 일

반감독 분야의 근로감독관(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 정원은 대

략 1천 2백여 명 정도이다. 

168) 홍영표 의원 보도자료(매년 사업장 수는 증가하는데, 근로감독관 수는 줄고), 2011. 

10. 7.

169)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체불사건은 (’10) 6,085건 → (’11) 7,121건 → (’12) 

9,337건으로 증가되는 추이이다. 전체 사업장(1.519.850개소) 중 4인 이하 사업장

(994,959개소)이 65.46%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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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급 이상 4.5급 5급 6급 7급 8급

1,244 36 23 61 447 445 232

※  근로개선지도과 정원 1,253명 중 청장(6명), 기능직(3명) 제외

<표 6>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 정원 현황

                                                 (단위: 명, ’13.3월 현재)

근로개선지도과 정원대비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체수는 1,222개소(근로자

수 11,161명)으로 근로감독관이 담당해야 하는 사업장 수가 많아 사업장 지

도감독의 사각지대 발생한다.170)

고용노동부는 상시적 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7개 취약분야(연소자, 여성, 

장애인, 파견․사용업체, 근로시간면제, 외국인, 건설근로자)와 비정규직․사내하

도급, 최저임금, 취약분야 등의 사회적 이슈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

으나, 많은 업무 부담으로 인해 전문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한 장시간근로, 비

정규직(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수시감독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2013년 말 고용노동부의 인력이 일부 증원된다지만(60명), 전체적인 상황

의 개선에는 매우 미흡하다. 상시적인 근로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로감

독관에 관해 적절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체불임금의 청산지도 업무가 과다하여 상시적

인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을 미리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매년 30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체불임금은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

하게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171) 또한 체불임

금 청산지도 업무가 근로감독관의 일상적인 업무로 되어 근로감독관이 본연

의 업무인 사업장 근로감독 즉 사업장 점검 업무를 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

실이다. 체불임금 청산은 근로자측으로부터 신고된 사건에 대해 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법준수를 강제할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노동법은 소송상 

170) ’12년말 사업장수 1,519,850개소, 근로자수 13,883,751명 /정원 1,244명

171) 2012년 한 해 동안 284,775명의 근로자가 1조 1,772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

지 못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고, 이에 따라 신고사건이 ’09년 30만건을 넘

어선 후 매년 30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12년 평균처리기간은 49.9일, 지연처리율

은 18.9%이다. ’06년(24만건)에 비해 ’11년(32만건)에 신고사건은 33% 증가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인력은 거의 증원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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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나 또는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조차도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일상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점검하는 방식의 근로감독이 중요하다. 

임금체불사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간의 권리분쟁의 측면이 크다. 소송 

등 기존의 사법제도에 의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청산지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여왔다. 하지만 이 체불임금청산지도 업무가 근로감독관

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어 도리어 본연의 업무인 사업장 점검을 통한 근로감

독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개선방안은 임

금체불사건을 사법기관 등 구제기관을 통해 구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의 예방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노동분쟁의 구제기관으로는 법원 이외에 노동위원회가 존재한다. 노동위원

회는 이미 부당해고사건, 부당노동행위사건의 분쟁을 해결하고 구제하는 기

능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체불임금사건도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제안172)도 등장한다. 반면에 부당해고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오히

려 조정기능으로 대신하고 개별노동분쟁 전반에 걸쳐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여야 한다는 제안173)도 등장한다. 이른바 행정ADR기관으로

서 노동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제안이다. 

영국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감독을 제외하고 우리와 같은 근로감독제

도가 없기 때문에 노동분쟁은 고용법원(Employment Tribunals)과 그 전심

절차로서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ACAS(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s Services)를 통해 해결되고, 고용법원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

사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임금체불분쟁의 해결제도와 관련한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고용노동부가 

직접 체불임금청산을 지도하는 대신에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노사간에 

1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9261, 2010.9.6. 제안, 홍영표 의원 대표발

의: 제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

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

위원회에 체불임금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6조의2 신설).

173) 김훈․김재훈․문강분․이희진, 「개별노동분쟁의 화해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

연구원, 2011, 294-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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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해결하도록 구제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

요하겠다.174)

174) 이병희 외, 「비공식 취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 166-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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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나치게 높고 체불임금액 또한 매년 1조원을 상

회하는 등 그 위반이 심각하며, 최저임금 위반 내지 임금체불이 줄어들지 않

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의 제재

가 있다. 그러나 형벌 규정이 법 위반을 억제하여 법 준수를 담보하지 못하

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사건을 대부분 시정지시로 해결하고 있다. 사

법처리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그 때만 최

저임금대로 지급하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는 적다. 

임금체불은 상대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사법처리하는 사건이 많다. 그러나 사

업주나 경영담당자가 실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임금체

불액에 비해 극히 적은 액수에 불과한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

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된다. 결국 징

역형이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도 법위반을 방지, 억제하는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을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미미하거나 또는 불이익

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면 위반하지 않도록 억제되지 못한다. 임금체불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용자가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가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고 

하도급법에서 3배 배상 책임 이외에 피해자에게 직접 수배를 배상하도록 가

해자에게 명하는 방식은 드물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연혁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배상(민법 제750조 참조)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임금

체불은 근로계약상의 의무불이행 즉 채무불이행(민법 제393조 참조)에 해당

된다.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연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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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배상을 명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배상방법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이나 임금 체불의 손해액은 미지급 임금액으로 명확하다는 점

에서 그 성질이 다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사재판상의 청구를 

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인데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을 기대하지 못해온 관례가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으로 개선되

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에게 부담을 증

가시켜 법 위반을 방지하는 경제적 제재의 다른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각론적인 검토를 하였다.

(2) 최저임금 위반 내지 임금체불에 대해 그 위반 사정에 따라 경제적 제

재가 효과적 또는 적합한지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국가의 기본질서라는 점, 근로관계에서 최저임금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경제적 제재의 대상으

로 적절하다. 최저임금 위반을 하여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에서 고의로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게는 특히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법 무시 유형)는 물

론 최저임금에 대해 무관심하여 위반하는 경우(법 무관심 유형)이나 경영상, 

자금사정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위반하였다는 경우(법 준수 기대 감소 유

형)도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게 된다. 이로써 최저임금이 기초질서로서 정착될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

의 비교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인지의 판단은 종종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듯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고의 판단 난이 유형)는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최저임금 준수를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제적 제재가 

적합하지 못하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이 체불임금액보다도 더 커진다면 임금체

불을 의도하지 않는다. 한편, 경영난에 따라 임금 체불이 이루어진 경우 경

제적 제재가 적합한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금 체불에 대해 제재의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근로자 구제의 측면을 강조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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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모색된다면(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을 인정하

는 방식)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에 대해 노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경제적 제재의 대상

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다만 법원의 판결로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이후에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부지급 관행을 유지한다면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

경제적 제재가 위반 사정과 관련하여 과도한 제재로 평가되지 않으려면 

의도적인 위반을 중심으로 경제적 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의도적

으로 법위반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명시된 근

로조건과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즉 사용자가 임금액을 최저임금액보

다 미달하게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한 임금액이나 계산방법을 위반하여 임금 체불을 한 경우 

등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 내지 임금체불을 의도적으로 한 경우에 해

당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 취업규칙 작성 및 주지

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행정감독 내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3) 경제적 제재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적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제재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벌금형의 방식은 벌금을 위반 정도에 따라 고액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선이 도모될 수 있겠지만, 그간의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때문에 벌금형 방식은 경제적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 적합하지 

못하다. 행정청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벌금형 방식보다 부과절차를 간

편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범칙금의 액수가 커지면 공소권 침해

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게 되어 적합하지 못하다.

둘째, 행정청이 과태료 등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법 위반에 대해 행정

청이 즉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과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

제적 제재로서 법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를 높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 대한 

배상과 별도로 제재금이 부과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시 비용을 증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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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가진다. 과태료의 경우 해당 주무관청의 수입으로 반영되어 국고에 

귀속되며 추후 예산 배정에 있어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 입장에서 요긴하다. 

다만 과태료는 그 명칭 때문에 때로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다

고 관념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형벌의 제재를 갖던 종전보다 오히려 경미한 

위반으로 잘 못 오해될 우려가 있어, ‘제재금’, ‘부가금’ 등 다른 적절한 명칭

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 등의 위

반에 대해 과태료의 액수가 경제적 제재에 적합한 수준이 되어야 하며, 고용

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해 과태료를 즉각 부과한다면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시

정하려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근로자 구제에 미흡해지는 면을 고려하여 근

로자 구제를 위한 다른 방안이 복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예

를 들면, 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 액수를 사후적으로 

감액하는 방식, ②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은 그대로 형벌을 존치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행정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토록 하는 방식, ③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신하여 제기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벌금과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병과해서는 안 되지만, 형벌을 모두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아질 위험도 있다. 과태료의 액수를 고액으로 함

으로써 경제적 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과태료를 고의

로 미납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제재의 효과가 반감된다. 그러므로 과태료만으

로 제재하는 것보다 다른 제재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제재가 적절한 방

법이 될 수 있다. 복합제재의 예로는, 위반회수, 위반액수, 과태료 미납 액수 

등을 각각 별도로 혹은 함께 고려하여 출국제한, 영업정지, 사업허가 취소나 

추후 제한, 형벌 부과 등으로 하는 방법들이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이 반복적인 경우나 과도한 다액인 

경우에는 징역형을 원칙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과태료 등 제재금 부과에서도 적정비례원칙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부과되

어야 한다. 제재금의 액수를 지나치게 다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최고

한도를 정하고 그 액을 넘는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다른 제재조치(예를 들면 형벌)를 복합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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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셋째,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과징금의 경우 이미 징벌적 배

상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이라는 장점 이외에도, 과징금은 과태료 등 다른 제

재금과 비교하여 ① 위하력이 높으며, ② 형벌과 병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서 과징금 부과 방식의 일반적인 장점으로는 

① 행정청이 부과주체라는 점, ② 과징금은 그 용도를 별도로 법령으로 특정

할 수 있어 징수금을 근로자를 위해 활용하기가 용이한 점, ③ 과징금의 경

우 일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집행의 실효성이 보다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이 단순히 이익의 환수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것에 그치는 경

우에는 오히려 경제적 제재로서의 효과가 적거나 또는 제재 방식의 타당성

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액수의 수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가 적절하겠지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최저임

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시에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때까지 또는 임금체

불액에 대해 지불할 때까지 1일 단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위반일수가 증가하거나 액수가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경

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넷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배상에

서 사용자에게 부담을 높이도록 부가금을 아울러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 

경제적 제재로서 모색될 수 있다. 즉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 체불에 대해 

체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2배의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면 법 위반이 억제되는 효과가 크다 하겠다. 구체적인 방식

으로 민사소송 방식, 노동위원회 구제 방식,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방식에

서 부가금의 지급을 고려한다.

민사소송 방식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액에 대해 민사소송

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체불임금액과 아울러 부가금액의 지급을 판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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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할 수 있겠다. 민사소송 방식은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에 부가금액을 동

일한 금액이나 2배 금액으로 정하여도 그 액수가 적어 실제 소송 제기가 많

지 않을 수 있다. 최저임금의 소송을 당해 근로자는 물론 고용노동부가 대신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지방노동관서 

소송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금 체불의 구제를 민사소송 이외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방

식을 도입한다면 노동위원회가 체불임금액과 아울러 부가금액의 지급을 명

령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임금 체불 구제제도에 관해 큰 틀을 바

꾸는 것이므로 중장기적 방안으로 적합한지의 견지에서 면밀한 후속 검토가 

필요하겠다. 

최저임금 위반처럼 비교적 위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

로감독관이 근로감독행정을 하면서 체불임금액과 아울러 부가금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위

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도 지급하여 시

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시정명령 제도는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아울러 3배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

이다. 

한편, 임금체불이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체불인 경우 체불액 자체도 그 

지급이 어려운데 부가금의 지급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면 과도한 제재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인 시정명령 방식보다는 

소송에서 법원이 임금체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예를 들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동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가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섯째,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수익적 행

정행위의 철회(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이다.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경우 

위반자의 수익의 원천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자 입장에서는 

가장 위하력이 높다. 

다만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은 제재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위반회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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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액수 등에 따라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

다.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는 이른바 변형과징금 등이 현대 국가에서는 빈번

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는 선택적 제재로 두어 

위반 정도에 따라서 탄력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 때

문에 반복적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

장․군수․구청장 또는 주무관청에 대해 영업정지나 사업인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경제적 제재의 수준은 법위반의 이익보다 불이익을 크게 하여 동일한 

위반행위의 반복을 의도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법위반을 의도하지 않을 정도로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부담액이 되

어야 한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은 최저임금 미달액, 임금체불액으로 그 금액이 분

명하다. 위반이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발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적발된 사건의 총 이득액과 동일하다면 경제적 제재의 효과

가 없다. 3배 정도는 되는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제재의 위반 방지 내지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의 액수가 몇 십만원으로 소액일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3배의 액수여도 경제적 제재로서의 효과가 적다. 부과액수를 정하는 방식으

로 일정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도 아울러 포함시켜야 한다.

(5) 경제적 제재에서는 징수한 제재금의 활용방안이 추가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전부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체불임금액의 원금

과 이자(고율의 지연이자를 포함) 정도는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를 국고로 귀속하되 근로자구제기금 등 특별한 용도의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묘안이 될 수 있다.

행정청이 과태료 등 제재금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식에서는 행정청

이 직접 당해 근로자에게 조사된 근로자별 피해액(지연이자액을 포함)을 지

급하도록 한다. 또한 나머지 징수금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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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다. 기금은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소송을 대신 수행하여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 아울러 다른 임금체불 사

건에서 위반 여부의 조사, 제재금 부과 및 징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도중에 피해근로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임시적인 생활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고안할 수 있겠다. 이는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긴급한 구제

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하겠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대신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에서는 체불임

금액은 피해근로자의 피해액 구제를 위해 지급하고 부가금액은 고용노동부

가 구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안할 수 있겠다.

(6)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법 위

반을 억제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근로감독 체계와 임금체불 

구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아울러 필요하다. 

최저임금 위반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상시

적인 근로감독이 가능하여야 효과적이다. 상시적인 근로감독이 가능할 수 있

도록 근로감독관에 관해 적절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체불임금의 청산지도 업무가 과다하여 상시적인 근

로감독을 통해 위반을 미리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금체불분쟁의 해결

제도와 관련한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고용노동부가 직접 체불임금청산을 

지도하는 대신에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노사간에 스스로 해결하도록 구

제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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