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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

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

로 본다.

복지시설에서 식사시간과 수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까요? 

참고 1.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

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

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

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

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undefined
http://www.law.go.kr/precSc.do?menuId=3&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92%EB%8B%A424509&x=21&y=22


- 2 -

참고 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에서는 이들을 모두 ‘원고들’이

라고 한다)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식시간은 점심

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1시간이며, 야간에는 3~4시간 정도 숙면을 취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경비원들이 작

성한 확인서들을 근거로 하여, 12:00부터 13:00까지와 18:00부터 

19:00까지의 점심 및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 2시간과 심야의 4시

간 정도 수면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즉 기록에 의하면, 수영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관리원 근무

수칙(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관리원’이라 함은 ‘경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는 ‘야간근무 중 계속 수면을 취하다 동대표, 관리소

장, 관리반장에게 적발시는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의 관리원 및 관리반장으로 10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 박필용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6시간의 

휴식시간을 준 사실이 없으며, 관리반장으로 재직할 때 주간에는 수시

로, 야간에는 23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관리원들의 

근무초소를 순찰하면서 졸고 있거나 심야시간에 혹시라도 수면을 취

하는 근무자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고…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

로 원고들에게 1일 6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

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적어도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점심·저

녁식사 및 심야시간의 근무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해 본 후 사

용자인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시간만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이다.” 

http://www.law.go.kr/precSc.do?menuId=3&query=2006%EB%8B%A441990%20#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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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제3판, 박상진, 2013. 6. 서울시사

회복지사협회 98~99쪽 

‘취침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생활지도원들의 취침 또는 휴식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

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에 야간 취침시간을 휴게시

간으로 인정하며 그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가 명확히 정해

져 있어야 합니다.

② 정해진 취침시간은 생활지도원들이 취침, 독서, TV시청 등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시설 밖으로의 외출

은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상급자의 허락을 받도록 할 수는 있

을 것입니다.

③ 수면공간에는 침구류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장소적으로는 가급

적 생활인들의 방과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자는 법적 근거

를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시 법적 근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같은 책 85쪽의 글도 여러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참고할 만합니다.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원칙과 제한 : 휴게시간은 본래 근로제공의무

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이 원칙이지만,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

며 최소한의 질서유지나 다음 업무수행을 위하여 휴게장소나 방법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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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6. 10.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마당 정책자료실 3359번 글

PDF파일로 된 원본을 한글 파일로 바꾸어 전부 옮겼습니다. 원본 제목 앞에 “아파트 경

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Ⅰ. 제정 배경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

하는 자(이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시간·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

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의 성질로 인해 구체적인 사례에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돌발적, 간헐적으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져 근로시간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다툼이 있거나, 한편으로는 임금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산정하는 편법적인 관행 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 현장 노사의 의견 수렴과 근무실태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휴게시간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여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실질적 휴게 시간

을 보장하고자 한다.

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개념 및 관련규정

○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또는 “근로가 간헐· 단속

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시행규칙 제10조제3

항)를 말한다.

*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안 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밤10시~다음날아침 6시) 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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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 규정 미적용 규정

근로시간 - 주40시간, 연장 12시간 한도

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휴게·휴가 연차유급휴가(15~25일)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

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Ⅲ.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기준

1. 일반적 기준

1)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

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92다24509 등)

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②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법 제53조제3항).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

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91

다20548 등). 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3)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①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함(대법원 91다14406, 

92다24509 등)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5054&q=92%EB%8B%A424509&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1658&q=91%EB%8B%A42054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5127&q=91%EB%8B%A414406&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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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

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

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

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야 할 것임(대법원 92다24509, 2006다41990 등)

③ 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

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1987.3.27. 근

기 01254-5082)

④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

로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대법원 

91다20548, 1980.5.15, 법무 811-28682, 2000.10.25, 근기 

68207-3298 등)

2. 구체적 판단사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실태,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

예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경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

는 경우

예시 : 취침·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행정해석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시업시각(출근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1658&q=91%EB%8B%A42054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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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종업시각(퇴근시간)을 정하고 작업량이 없는 시간(귀문의 경

우 24:30부터 익일 05:00까지)을 별도로 정하여 “취침시간으로서 휴

게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실제로 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동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단체협약·취업규

칙·근로계약 등에서 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0. 9. 25. 근기 68207-2917)

③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으

로 인정되는 경우

a. 업무 수행의 책임이 부과되거나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예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및 정비 등 업무 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가 있는 시간

관련 행정해석

귀 질의서 상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

제로 업무수행 또는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2004.5.27. 근로기준과-2651 등)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

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

에 해당되지 않음(1988.8.30. 근기 01254-13305)

b.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

예시



- 8 -

•휴게시간 도중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진압을 위해 대응

한 시간

•야간 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외부인이 침입하여 이에 대응

한 시간

※ 돌발상황에 대응한 시간은 예측가능성, 발생의 빈도, 업무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휴게시간 중 일시·간헐적으로 발

생될 것이 예측되고 그 업무가 휴게시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라면 돌발상황에 대응한 시간으로 보

지 않는다.

c.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

예시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근무장소를 벗

어날 수 없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는 

등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에서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다 적발

시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거나 실제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

록 감시·감독이 이루어지는 시간

관련 행정해석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으로 일정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동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무 장소를 벗어나

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휴게시

간을 설정하였지만 휴게시간 중에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강제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

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형태

가 될 것이 므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

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007.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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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관리원 근무수칙에는 ‘야간근무 중 계속 

수면을 취하다 동대표, 관리소장, 관리반장에게 적발시는 책임자 조치

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관리원 및 관리

반장으로 10년간 근무한 ㅇㅇㅇ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관리반장으로 재직할 때 주간에는 수시로, 야간에는 23시 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관리원들의 근무초소를 순찰하면서 

졸고 있거나 심야시간에 혹시라도 수면을 취하는 근무자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고, ……, 사용자

인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

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만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임 (대법원 

2006다41990)

d. 업무와 관련된 교육·회의시간

예시

•업무와 관련되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시간

•작업시작 전 작업지시 및 작업조 편성 등과 관련한 회의시간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 근로

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없음(1988.3.18, 근기 01254- 4100)

작업시작 전에 갖는 취업회의 내용인 보안교육이나 작업지시 및 작업

조의 편성은 갱내 교대근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한 구속하에 행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실근로시간에 포

함(1993.9.28, 대법 93다3363)

http://www.law.go.kr/precSc.do?menuId=3&query=2006%EB%8B%A441990%20#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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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으며,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

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

의 지휘감독 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

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는 아침 체조시간

관련 행정해석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게장소를 동일 근무 장소(경비초소 등)로 특정

하는 경우에는 근로 및 휴게(휴식)의 구분이 곤란하므로 이를 휴게(휴

식)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경우

에는 이를 인정(2007.11.26,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8)

근무시간외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대기시간(휴게시간)을 정하

여 근무하며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

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2000.10.25, 근기 

68207-3298)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

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감시단

속 업무의 특성상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체계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

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2007.10.24, 임

금근로시간정책팀-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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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이 없고, 실제로 오전 8시를 넘겨 20~30분 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 출

근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오전 7시 45

분부터 시작되는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

으로 볼 수는 없음(2011.4.26., 근로개선정책과-994)

Ⅳ.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

사업주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용·임금 보장

○ 사업주는 실제 근로가 행해지는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이유

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안 된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

다하게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2. 휴식권 보장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을 위해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

여 주휴일을 부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은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 

지나치게 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①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

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② 작업

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

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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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③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

치가 마련 되어 있어야 함(근기 01254.1344, 법무 811-5124)

- 아울러,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침해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공동주택 등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명확히 고

지하고, 본연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안내할 필

요가 있다.

○ 학교 당직근로자는 공휴일에 24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에 체류하

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인력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장시간 체류를 방

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예측가능성 제고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

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하거나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실제 근로·휴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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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휴게시간)에 관한 해석

법무 811-28682, 1980.05.15.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 근로시간 법

령정보 - 지침 - 2번 글

1. 근로기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

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

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

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

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휴게시간은 동법 제

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할 의무가 없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작업의 시

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

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

이한 것으로서 예컨대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

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이용 방법을 사용자

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임.

2. 동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로 함을 뜻하므로 그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은 무방하나, 휴게시간을 무제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출·퇴근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여서는 안 되므로 동법에 명시하지는 않

http://www.wage.go.kr/index.jsp
http://www.wage.go.kr/bbs380/bbs380List.jsp?flag=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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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작업의 성질상 또는 사업장의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

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

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휴게시간

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장의 작업 

성질상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서도 작

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

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동법 제44조에서 규정한 휴게시간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

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은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

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

용자로부터 취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

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휴게시간 여부의 예

(1) 열하의 지방에서의 작업시간 중 장시간의 휴게시간 : 

중동 등 열하의 지방에서는 낮에는 기온이 상승하여 노천에서 작업하

는 건설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사회통념

상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

계약 등에 매일의 작업시간이 06:00~10:00까지의 작업, 

10:00~16:00까지 휴게시간, 16:00~20:00까지 작업시간으로 정하

여 작업한 경우, 동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장시간이라 할지라

도 이를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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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객운송사업 등 운수회사의 경우

① 관광버스 등의 운수회사의 근로자가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퇴근시

까지 어느 시간에 배차가 될지 불확실하여 사업장내에서 어느 정도 자

유롭게 대기는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대기 중일 경우에는 그 대기 중의 시간은 휴

게시간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② 업무의 성질상 일정시간의 휴게시간을 미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근무전일 혹은 근무당일에 출근과 동시에 당일의 배차시간이 

명백히 정하여져서 배차시간(차량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명

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

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

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업무의 성질상 장거리 운행시에 일정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가 다

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목적지의 주차장

에 주차시킨 후 귀환할 출발시간까지의 대기시간은 그 대기시간이 명

백히 정하여져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운전기사 등)가 동 대기시간 중

에 차량정비 기타 운행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운행과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

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④ 시외버스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장기운행시 당일 운행으로 돌아올 

수 없어 목적지에서 숙박할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당해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차량정비 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업무가 종료되

고 근로자가 익일 출발시까지 자유로이 그 시간을 이용한다면 이는 휴

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당일업무의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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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 휴게시간 적용(안)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

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에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

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쉬면 좋을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시간·장

소·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1안 :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씩 휴게시간을 줍니다. 

2안 : 주간에는 1안과 같이 하고, 야간에는 실질로 잘 수 있는 만큼의 

수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줍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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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2. 가산임금

1. 가산임금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가산수당 또

는 할증임금이라고도 합니다. 법령용어에는 가산임금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

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

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

상임금의1)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3)

2.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곧 하루에 8

시간을 초과하거나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4)

1)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제109조(벌칙) ①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교대제근로라 해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
니다. (대법원 1997.7.22. 선고 96다38995 판결) 

4)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주당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1일 단위 연장근로시간의 1

http://www.law.go.kr/lsTrmInfoP.do?q=%EA%B0%80%EC%82%B0%EC%9E%84%EA%B8%88&outmax=50&pg=1&fsort=10&lsTrm=�����ӱ�#click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undefined
http://www.law.go.kr/precSc.do?menuId=3&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96%EB%8B%A438995&x=30&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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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의 중복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계산합니다. 연장

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중복 지급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 연장근로 시간대에는 시급이 15,000원이고, 야간근로시간대에도 

시급이 15,000원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대에는 

시급이 20,000원입니다. 

무급휴일에도 시급이 15,000원입니다. 

유급휴일엔 유급이니까 당일 임금 100% + 시간당 15,000입니다.

2) 유급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18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12

시간(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을 뺀 시간) 근로하면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임금은 기본급여에 포

함되어 있고, 추가로 지급할 임금 곧 가산임금의 총액은 ‘제 생각에’

당일 근로한 시간 12시간 임금 12만원 + 휴일근로 12시간에 대한 가

산수당 6만원 +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2만원 + 야간근로 7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3만5천원입니다. 12시간 일했는데 가산임금은 

주간 합계’와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중에서 더 큰 값
을 1주당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1주당 연장근로시간 산정례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지만 1주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이므로 1주당 총 8
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②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며 1주 3일 근무인 경우 : 1주 총 근로시간이 36
시간이므로 1주 단위의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1일 단위의 연장근로
시간(4시간)의 1주간 합계는 12시간(4*3)이므로 12시간을 1주당 연장근
로시간으로 간주함”

인용 : 박상진,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제3판, 2013년. 90~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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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3.5=23.5만원입니다.

※ 당일 근무만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당일로 잠정 계산

하면 이러합니다. 

3) 철야근로에 대한 행정해석 (근기 68207-402, 2003.03.3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구)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

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

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1)

4) 휴일에 연장근로까지 할 경우 

“판례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1.3.22., 90다65450)’는 입장에 있으며 행정해석 또한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시 (초과근로에 관하여) 당해 근

로에 대한 대가 100%와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할증 50% 및 휴일근로수

당 50%, 합계 200%(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 50% 추가)를 지급하

여야 한다.’(노동부 행정해석 1993.5.25., 근기 01254-1099)는 입장

에 있습니다.” - 김혁종 노무사의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1) 1일은 역일상 1일로 0시~24시까지이나, 계속 근무가 2역일에 걸친 경우
에는 시업시각이 속한 날의 1일 근로로 취급함. 

출처 : 부록3.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3&smenu=4&smode=4&mode=view&seq=5969&page=5&state=A&bbs_cd=108
http://blog.naver.com/cplakhj/9011981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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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임금에 대한 보건복지부 안내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2장. 장애인 거주시설 – 제4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 

(118쪽) 4. 예산 지원 세부 기준 –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

도원) 및 조리사 40시간, 일반 종사자 등 20시간

※ 2016년 상반기 집행실적에 따라 필요시 시간외 수당 감액 조정 가능. 지방

비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교대근무자 : 야간 및 휴일 등의 구분 없이 동일직종 종사자와 동일한 교대 

조건으로 근무하는 자

(123쪽) 종사자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대상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지급액 :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1)

※ 지급일 :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

※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 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4. 근로시간과 휴식 

(120쪽) 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하여 지급

1) 209시간(통상임금 산정시간) : (1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7*365/12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CONT_SEQ=331292&page=1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CONT_SEQ=32984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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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

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

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

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

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

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http://www.law.go.kr/lsOrdinAstSc.do?menuId=9&p1=&subMenu=1&nwYn=1&section=&tabNo=10&query=%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x=35&y=3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775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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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액 : 연장

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이렇게 쓰여 있어서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누락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이고, 18시부터 09시까지 13.5시간(22시

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 1.5시간을 뺀 시간)을 근로하면, 기본근로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8만원 외에

①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은

연장근로 5.5시간1)에 대한 임금 55,000원 + 연장근로 5.5시간에 대

한 가산수당 27,500원(5.5시간*1만원*50%) + 야간근로 6.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32,500원(6.5시간*1만원*50%) = 115,000원

만약 이 13.5시간이 유급휴일 근무라면 13.5시간 135,000원 + 5.5시

간 연장근로 수당 27,500원 + 6.5시간 야간근로 수당 32,500원 + 

13.5시간 휴일근로 수당 67,500원 = 262,500원입니다.

②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문장 그대로 지급액을 계산하면 

연장근로 5.5시간*1만원*150% = 82,50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비해 하루에 최소 32.500원, 최대 180,000원 적습니다.

③ 해결책

1안 :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야간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줍니다.

2안 : “지급 대상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

무한 자”를 근거로, 야간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분 근로시수로 환산하여 연장근로시간에 합산하고 “지급액 : 연장근

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을 적용합니다.

1) 이 하루만 놓고 연장근로시간을 ‘잠정’ 계산하면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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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 가산임금 적용 (1안)

1.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지급 규정대로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통

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월 40시간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 예

산으로 지급하고,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의 1.5배만큼 보상 

휴가를 줍니다. 주간근무 근로시간을 줄여 주는 겁니다.

2.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 휴가

를 줍니다. 주간근무 근로시간을 줄여 주는 겁니다.

1) 야간근로수당 :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 시간의 50%만큼 보상 휴

가를 줍니다.

2) 휴일(5월 1일)근로수당 :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 시간의 1.5배만

큼 보상 휴가를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예를 들어 18시부터 09시까지 근무하면 

휴게시간(1.5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3.5시간, 연장근로가 5.5

시간, 야간근로가 6.5시간입니다. 

1) 기본근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들어있고 별도로 지급할 

가산임금은 연장근로수당(5.5시간*시간당 통상임금의 150%) + 야

간근로수당(6.5시간*시간당 통상임금의 50%)입니다. 

2) 이 가운데 연장근로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야간근로수당은 보상 휴가로 갈음합니다. 주간근무 근로시간에서 6.5

시간*50% 곧 3.25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 당일 근무만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잠정 계산하면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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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 가산임금 적용 (2안)

1.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시간외근무수당 보조

금으로 지급합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2) 야간근로에 대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8시부터 09시까지 근무하면 휴게시간(1.5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13.5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5.5시간이고, 야간근로는 

6.5시간입니다. 

기본근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들어있으므로 제외하고 

별도로 지급할 가산임금은 ①연장근로 5.5시간*통상임금의 100% + 

②연장근로 5.5시간*통상임금의 50% + ③야간근로 6.5시간*통상임

금의 50%입니다. 

연장근로 5.5시간과 야간근로 6.5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은 시간외근무

수당으로는 5.5+(6.5/3)=7.62시간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 당일 근무만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잠정 계산하면 이러합니다.

2.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는 가산임금은 보상 휴가로 

갈음합니다. 주간근무 근로시간을 그만큼 줄여 주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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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 연장근로 임금에 대한 다른 주장

“24시간 격일제 근무 등과 같이 교대제 근무를 하는 생활시설 생활지

도원들의 근로형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

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

계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생활지도원들이 지급받는 월 통상임금은 생

활지도원들의 근로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포함

된 실제 월 평균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

다.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과 

50%의 가산임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근로형태의 특수

성으로 인하여 생활지도원들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는 그들의 근로

시간 중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주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시간급 통상임금의 50%)만을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2)

인용 : 박상진,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제3판, 2013년. 99~100쪽

1) 장애인복지시설의 격일제 생활지도원들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9. 1. 16. 선고 2007나54070 판결)의 입장대로 기술한 
것임. 동 판결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4064 판결로 확정됨.

2)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복지시설에서 위와 같이 적용하면

첫째, 월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제외한) 기본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연장근로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월 통상임금은 동일
하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둘째,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그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주지 않고 가산수당만 50%씩 준다면 연장근
로를 많이 할수록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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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임금 응용문제

1. 야간근무 18:00~9:00(수면 3시간), 주간근무 9:00~18:00(휴게 1

시간)인 시설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인 생활지도원이 1주차에 

야간 2회 주간 2회, 2주차에 야간 2회 주간 4회 근무하면, 1주차 가산

임금과 2주차 가산임금은 각각 얼마입니까?1)

1) 제 개인 의견은…

실 근로시간이 야간근무 1회당 12시간이고 주간근무 1회당 8시간이니, 일
반 근로시간제라면 

1주차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2회 = 8시간이고, 2주차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2회 + 8시간×4회) -40시간 = 16시간입니다. 따라서

① 1주차 가산임금 : 연장근로수당(4시간×1만원×1.5×2회=12만원) + 
야간근로수당(5시간×0.5×2회=5만원) = 17만원

② 2주차 가산임금 : 연장근로수당(16시간×1만원×1.5=24만원) + 야간
근로수당(5시간×0.5×2회=5만원) = 29만원

※ 유연한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이 차야 알 수 있으나 1주 평균으로 연
장근로시간을 잠정 계산하면 1주차 0시간, 2주차 16시간입니다. 따라서 가
산임금은 1주차 5만원, 2주차 29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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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주 40시간 근무제

1. 기본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합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주 40시간씩 한 달이면 

30일까지 있는 달은 40시간/7일*30일≒171.43시간이고, 

31일까지 있는 달은 40시간/7일*31일≒177.14시간입니다. 

월 평균은 40시간/7일*365일/12월≒173.81시간입니다.

2) 휴게시간을 포함한 총 근무시간 

시업(출근)시각부터 종업(퇴근)시각까지 휴게시간을 포함한 총 근무

시간은 대개 8시간당 1시간을 더한 1일 9시간, 1주 45시간입니다. 

30일까지 있는 달은 45시간/7일*30일≒192.86시간이고, 

31일까지 있는 달은 45시간/7일*31일≒199.29시간입니다. 

월 평균 45시간/7일*365일/12월≒195.54시간입니다.

3) 임금 보전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기존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조 : 주 40시간제 관련 자료 2011. 4 (고용노동부 정책마당 정책자료실) 22쪽 ‘임

금수준저하 방지’, 32~35쪽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설계 방안’

같은 곳에 있는 자료 주40시간제 도입 실무매뉴얼(2008. 1)은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http://www.moel.go.kr/view.jsp?cate=7&sec=4&smenu=2&mode=view&seq=1303865635741&page=1&state=A&bbs_c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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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 근로시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데(근로기준법 제53조), 사회복지사업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

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다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는 연장근로를 통해 회사의 수익을 늘리고 그로써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법정 한도까지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시설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정부 보조금 +α만큼의 

‘예산 범위에서’만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연장근로시

간당 통상임금의 150%(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 100% + 가산수당 

50%)이고 생활지도원에게 월 40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도원의 월 최대 근로시간은 평균 173.8시간+40시간

=213.8시간입니다. 

연장근로 월 40시간은 평균하여 1주에 40/4.345주≒9.21시간이니 1

주 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49.21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한 총 근무시간으로 보면 

월 평균 기본 195.54시간 + 연장 40시간 = 235.54시간쯤 됩니다. 

1주 평균 기본 45시간 + 연장 9.21시간 = 54.21시간쯤 됩니다.
※ 연장근로시간으로 인해 휴게시간도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면) 가산

수당을 갈음하여 보상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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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 조항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

로 본다.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1) 1주 간에 12시간

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

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의2)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

1)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5796 판결 - ‘당사자 간의 합의’의 의미 -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
다고 해석할 것이다.”

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의 의미와 방식 -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
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undefined
http://www.law.go.kr/precSc.do?menuId=3&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93%EB%88%845796&x=26&y=22
http://www.law.go.kr/precSc.do?menuId=3&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98%EB%8B%A454960&x=23&y=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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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

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

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

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

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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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 입주자 개별 지원이 가능한 근무제

1. 모든 생활지도원을 가구에 배치합니다.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2장. 장애인 거주시설 - 제4절. 장애인 거주시
설 운영지원 사업 (별표 3)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생활지도원

중증(1·2급), 영유아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2. 입주자를 몇 명씩 분담하여 책임 지원합니다. 

1) 선임자부터 상위 70~80%가 전체 입주자를 분담합니다. 예를 들

어, 중증장애인 30인 시설이라면 상위 10명이 입주자를 3명씩 맡고 하

위 3명은 상위 10명을 보조합니다. 

입주자를 책임 지원하지 않는 직원은 입주자 지원 업무를 보조합니다. 

입주자를 책임 지원하는 직원의 휴가나 출장 시 그 입주자와 야간근무를 

대신 맡습니다.

2) 당번일 때 담당 입주자 책임 지원에 주력하고 다른 입주자에 대하여

는 기본 케어 외에 담당 직원이 부탁한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합니다. 

비번일 때 있을 입주자의 일에 대하여 당번일 때 최대한 준비해 놓고 

나머지 최소한의 지원을 다른 직원에게 부탁해 놓습니다.

※ 근무일별 (근무자 배치 상황 같은) 사정을 헤아려 담당 입주자에 대

한 지원 업무를 적절히 나누어 수행합니다.

3. 야간근무 횟수와 시간을 줄이고 주간근무 횟수와 시간을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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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생활지도원의 건강과 가정에 괜찮은 근무제

1. 야간근무를 주 1회쯤 되게 합니다. 방법을 찾아봅니다.

1) 야간근무시간을 덜 바쁜 시간대로 (예: 21시~07시) 좁혀 봅니다. 

2) 주택 구조 변경 또는 카메라 활용 따위로 야간근무자를 줄일 수 없

을까요? 야간 지원과 안전, 완벽히 할 수 없습니다. 주간 지원 수요를 

헤아려 절충하고 그 대가나 기회비용을 얼마쯤 감수할 밖에 없습니다.1)

3) 비가구직(생활지도원 외의 직원)이 얼마쯤 보충해 줄 수 없을까요? 

야간근무를 보조하다 보면 입주자와 생활지도원을 더 이해하게 되고 

관계가 깊어질 겁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긍지 보람이 더할 겁니다.

4) 응급 상황 대비 인력으로 생활지도원을 고정 배치하기보다 모든 임

직원과 가족·봉사자·이웃을 비상대기자로 정해 비상시 출동하게 합니다.2) 

거리·기동력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합니다. 

2. 고용노동부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라 교대근무 

간격은 최소 12시간 이상 유지합니다. 참조 : 53쪽 ‘고용노동부 지침 고려’

1) 최소 인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Ⅲ. 7. 가. 시설의 장은 시설거
주자의 거실마다 또는 시설거주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재활교사나 
그 밖의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시설거주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대기자가 와서 응급차에 동승하되, 응급차보다 먼저 오기 어려우면 
병원으로 직행합니다. 근무 중인 생활지도원은 가지 않습니다.

응급상황 대응 규정에 ‘비상대기자보다 응급차가 먼저 도착하면 우선 환자
만 응급차에 태워 보내고, 비상대기 직원은 따로 병원으로 간다. 야간근무 중
인 생활지도원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J62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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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근로시간제

1. 개념 :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필요에 따라 어떤 날은 길게 어떤 날은 짧게 근

로하되 정산기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

2)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맞추면 각일 각주

의 근로시간과 각일의 출퇴근 시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무제

2. 필요성

1) 입주자의 생활과 지원

일반 사업장은 대개 매주 매일 근무시간이 일정하고 그 일정한 근무시

간에 맞추어 일을 보지만 복지시설은 아주 다릅니다. 입주자의 생활이 

바쁜 주나 날이 있고 한가한 주나 날도 있습니다. 입주자의 지원 수요

라는 게… 당직자 외에 누군가 더 일찍 와서 챙겨야 할 때도 있고 더 늦

게까지 지원해야 하는 상황도 수시로 생깁니다. 

일정한 시각에 출퇴근하는 일반 근로시간제는 입주자더러 직원 근무

시간에 맞추어 생활하라는 제도나 다름없습니다. 인간관계와 사회활

동, 취미나 여가 활동은 물론이고 심하면 생리현상까지 직원에 맞추어 

조절·포기하거나 참아야 하는 일이 (유연한 근로시간제보다 훨씬 더) 

있습니다. 입주자의 요일별 시간대별 지원 수요에 맞추어 인력을 배치

하는 ‘1주 단위 기준 근무’를 돌리지 않고 직원에 맞추어 월간 근무표

를 짜는 시설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① 복지시설 생활지도원의 교대근무는 각주의 근무 횟수나 각일 각주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그때그때 

입주자의 지원 수요와 다른 직원들의 사정 따위를 헤아려 각주의 근로시

간과 각일의 근로시간 및 출퇴근 시각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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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같은 유형 근무자라도 출퇴근 시각에 시차를 두는 편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근’ 출근시각이 9시이지만 조근 직원들 가운데 

한두 명은 7시에 출근하는 편이 아침식사 지원 등 입주자 지원에 유리

하다면… 해당 근무조에서 의논하여 각자 출퇴근 시각을 선택하게 하

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 51쪽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 합의서’ 제6조 

2) 연장근로시간 관련 사무

복지시설은 비교대 사업장 또는 8시간이나 12시간이나 24시간씩 일

정하게 교대 근무하는 사업장과 사정이 아주 다릅니다. 복지시설 생활

지도원의 교대근무는 각주의 근로 횟수가 불규칙하여 근무가 6회 이

상 되는 주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일반 근로시간제에서는 

① 생활지도원이 각각 매주 자기 연장근로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여 시

간외근무를 신청하기 어렵고 관리자나 회계 담당자가 일일이 다 확인 

정산하여 시간외근무를 지시 승인하기 어렵고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

기 어렵습니다. (예제 : 26쪽 ‘가산임금 문제’) 시간외근무 관련 문서 작업도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단, 이 문제는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주의 근무를 당겨서 하거나 다른 직원의 다른 주 근무와 맞바

꾸는 등 근무를 바꾸면 주별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무 횟수가 많으면 연장근로시간이 너

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 26쪽 ‘가산임금 문제’ 

3. 도입 및 운용 방법 :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1) 일반 근로시간제에서도 연장근로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늦게까지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근 시각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일찍 와서 지원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일찍 퇴근할 수 없습
니다. 지원 수요가 많은 주나 날에 연장근로를 많이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지원 수요가 적은 주나 날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1301979099654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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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

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

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

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

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

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

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2010. 12) 5~51쪽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1301979099654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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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averaging work system)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

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

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

시간제를 말함

도입 요건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여야 함

1. 사용자가 서면합의 하여야 할 대상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

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이에 해당함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노사

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음

2. 서면합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①대상근로자의 범위, ②단

위기간, ③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일정 사업부

문, 업종, 직종 등에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만 적

용할 수 있음. 다만,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임신 중인 여

성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

② 단위기간

단위기간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이므로 3개월 단위, 2개월 단위, 1개월 

단위, 3주 단위 등 다양한 단위기간으로 실시 가능함



- 37 -

③ 근로일 및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교대제 등 근무일정표에 의해 1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서

면합의서에 각 근무형태별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정표의 작성절차 

및 주지방법 등을 정해 두고 구체적인 근무일정은 단위기간 개시 전까

지 근로자에게 고지하면 됨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각각 초

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함1)

④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노사가 합의하는 서면합의 유효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이 없음. 또한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갱신 조항을 두

거나 자동연장조항을 둘 수도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3월 단위) 노사합의서 예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와 ○○ 노동조합 위원장             는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합의서의 내용은 전체 생산직 근로자에 적용한

1) 매뉴얼 20쪽 :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가 되는 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 특정주 특정일에 각각 40시간 8시간을 초과
하더라도 미리 정하여진 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되지 않음. 그러나 단위기
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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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조(단위기간) 이 합의서의 단위기간은 매분기 초일부터 매분기 말

일까지로 한다.

제4조(근로시간)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에 있어서 1일

의 근로시간, 시업시간,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5조(휴일) 단위기간 중 주2일(토·일요일)은 휴무하되, 휴일은 일요

일로 한다.

제6조(적용제외) 연소근로자(15세이상 18세미만자)와 임부(임신 중

인 여성근로자)에게는 본 합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가산임금) 3월을 평균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

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회사사정으로 인

하여 근로시간 편성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사전에 통보하

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1

년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개정 관련 별도 의견이 없

는 경우에는 그 후 1년간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

한 같다.

20○○.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 노동조합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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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 시설장               와 근로자 대표               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활지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단위기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근로시간) 근무유형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근무

일정은 월 단위로 전월 25일까지 고지하기로 한다.

구분 근로일 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조근 9시간 08:00 18:00 1시간

만근 9시간 11:00 21:00 1시간

야근 11시간 18:00 09:00 4시간

제5조(가산임금)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1

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 후 1

년간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다.

20○○년  ○월  ○일

○○○○○ 시설장              (인)     근로자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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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

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

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

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 (2010. 12) 

53~87쪽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위치 : 고용노동부 

→ 정책마당 → 정책자료실

http://www.moel.go.kr/view.jsp?cate=7&sec=4&smenu=2&mode=view&seq=1301979099654&page=1&state=A&bbs_cd=105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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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만 정하고 각일 각주의 근로시간

과 각일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임

2) 따라서 근로자는 1주40시간 1일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

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에 종사할 수 있음

- 다만, 의무적 시간대(core time)나 선택적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예시

2.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비교

1)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시간 중 업무의 시작시각과 종료

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관여하지 않

는 것을 말함 – 즉,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없고 선택적 근로시간대만 

있는 경우임

2) 이에 비하여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

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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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비슷하지만 7·4제(7시에 출근하고 4시에 퇴

근), 8·5제(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 등은 업무시작시간이 정해지

면 종료시간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므로 법에서 의미하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가 아님

의의

1.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노사합의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 근로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과 그 시작 및 종

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김으로써,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통해 업

무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제도임

2.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스스로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업무시간을 선택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노사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 이와 유사한 제도로 사업장에서는 자

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 등이 활용되고 있음

도입 요건

1.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

용을 기재하여야 함

1)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을 통해 도입하여야 함

2) 따라서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야 함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

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 주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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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함

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

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함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노사

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음

2) 서면합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①대상근로자의 범위,②정

산기간(1월 이내) 및 그 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 ③반드시 근로하여

야 할 시간대(core time)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④근

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flexible time)를 정하

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⑤유급휴가 부여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일반적으로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업무 종사

자, 근로의 양보다는 질이 중시되는 전문직, 연구직, 사무직 종사자 등

에 제도 적용이 용이하나, 사업장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

에서 도입 가능

다만,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

②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근로를 제공할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총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제도 도입 전을 기준으로 정산기간 상당의 

소정근로시간수 합계로 계산함

※ 예 : 40시간 ÷ 7일 × 30일 = 171.4시간

총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주 

단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음



- 44 -

③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의무적 근로시간대(Core Time)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

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근

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함

④ 표준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노사가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함

유급휴가 사용시 1일의 표준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함

다른 제도와의 차이

1.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자유 출·퇴근제는 어떻게 다른지

1)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임. 즉, 1일의 근로시

간과 1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없이 근로가 가능함

2) 반면, 자유 출·퇴근제는 출근시간이 일단 설정되면 그날의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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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따라 퇴근시간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시작시간만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임. 설사 퇴근시간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더라도 근

로시간의 선택폭이 지나치게 좁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상당한 차

이가 있음

3) 자유 출퇴근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므로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자유 출·퇴근제 비교 

2. 시차 출·퇴근제(시차근무제)와 어떻게 다른지

시차출퇴근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달리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근무해야 하는 제도로, 대고객 민원업무 등에 도입되고 있음. 

기존에 09:00~18:00까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유지하되, 전체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릴 경우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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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 유의할 점

1. 근로자대표 선임 및 서면합의 효력

1)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대표권

을 행사함

② 단체협약의 부속(별도)협약으로 체결하거나 단체협약과는 별도의 

서면합의서로 작성할 수 있음

2)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

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음

-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노사협의회의 별도의 의사결정방법으

로 결정할 수 있음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에게 적용하려면 별도의 단체협약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함

② 새로이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경우

-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대표의 수에 대하여는 1명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대표도 가능

- 후보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자

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

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됨

2. 선택적 근로시간대와 코어타임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가?

선택적 근로시간대와 코어타임은 노사가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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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사항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우선 선택적 근로시간대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1일 24시간 사업장

을 개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리, 경비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2) 또한 코어타임은 근로자간의 회의, 지시사항 등이 필요한 경우에 활

용될 수 있어 유용함

3.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있어서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2)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는 

① 사용자가 사전에 요청하였거나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사

용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통지나 사전승인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자

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음

4.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있어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대와 코어타임이 설정

되어 있지 않다면 근태를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듦

2) 그러나 코어타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코어타임까지 출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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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코어타임 이전에 퇴근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임

5.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의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1)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

지므로 각일, 각주에 있어 연장근로는 계산될 수 없음

※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하여야 함

2)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

으며,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

시간을 넘는 시간임

이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임

※ 1월을 정산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월이 30일이라면 총 법정근로시

간은 171.4시간(40/7×30)이므로 이 시간을 넘는 시간이 법상 가산

수당이 지급되는 연장근로가 됨

3)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서

는 아니 됨

6.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1)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의 근로시간만 정하면 되고 각일, 각

주에 대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스스로 배정하므로 각일, 각주에 있어

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의미가 없음

2) 대신 정산결과 약정한 시간을 넘어서 근로한 경우는 연장근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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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즉 법정근로시간(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서면 가산임금을 지급

3)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

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서면합의서에 포괄적으로 규

정해 놓으면 됨

7. 휴일·휴가의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 연차휴가

를 주어야 하며 휴일·휴가수당은 표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

초로 계산함

1) 주휴일에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시간대의 근로

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2) 만약, 주휴일에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일

에 근로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나 동의가 있어야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의 합의는 합의서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면 됨

8. 정산기간에 근로시간의 과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1) 정산기간이 지나 그간의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당초 약

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정산기간에 근로시간을 줄이

는 형태로 상계할 수 없음 – 즉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따라 초과근로시

간에 대한 임금도 해당 정산기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함

2) 반면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약정된 시간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 시간

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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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와 ○○ 노동조합 위원장            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와 취업규칙 제○조에 의

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과장급 이상의 기획 및 관리·감

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산기간) 근로시간 정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총 근로시간) 40시간×해당 월의 역일수/7로 계산한다.

제5조(표준근로시간) 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6조(의무시간대) 의무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

다. 다만,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

제7조(선택시간대) 선택시간대는 시작시각대 오전 8시부터 10시, 종

료시각대 오후 4시부터 7시로 하되, 시작시각을 1일 전까지 근무일지

에 기록하여 상사에게 보고한다.

제8조(가산수당)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상사의 승인을 받고 제4조

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임금공제) 의무시간대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

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며, 의무시간 시작시간을 지나 출근하거나, 의무

시간 종료전에 퇴근한 경우에는 조퇴, 지각으로 처리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개정 관련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후 1년간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다.

20 ○○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근로자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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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와 취업규칙 제○조의 선택

적 근로시간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활지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산기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총 근로시간) 40시간÷7일×해당 월의 역일로 한다.

제5조(표준근로시간) 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6조(의무시간대와 선택시간대) 근무조마다 조원들이 합의 조정하

되, 월별로 각자 출퇴근시각을 선택하여 전월 25일까지 조장에게 보고

하고 특정일에 그 시각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보고하여 조정한다.1)2)

제7조(가산수당) 제4조의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1

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 후 1

년간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다.

20○○년  ○월  ○일

○○○○○ 시설장              (인)     근로자 대표              (인)

1) 시설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활지도원을 신뢰한다면 의무시간대나 
선택시간대를 정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2) 대안 : 제6조(선택시간대) 다음 시간대에서 월별로 각자 출퇴근시각을 선
택하여 전월 25일까지 보고하고 특정일에 그 시각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보
고하여 조정한다.

① 조근은 7:00~9:00에 시작하고, 만근은 17:00~21:00에 마친다.

(주야 교대라면, 주간은 7:00~9:00에 시작하고 17:00~21:00에 마친다.)

② 야근은 17:00~21:00에 시작하고 7:00~9:00에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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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주40시간제)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마당 정책자료실 2816번 글

배경

1. 법정근로시간이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됨에 따라 교대제 적

용지침을 주40시간제에 맞도록 변경

산업현장에서 교대제근로를 도입할 경우 유형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

과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

2. 교대제 사업장을 지도하는 경우 동 지침을 활용함으로써 교대제근

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교대제 근로의 개념 및 활용사례

1. 교대제 근로의 개념 : 교대제 근로란 근로자를 둘 이상의 조(組)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

2. 교대제 근로의 활용사례

1) 사업의 공공서비스 성격 : 전기, 가스, 수도, 운수, 통신, 병원 등의 

사업에서 그 공익적 성격 때문에 야간에도 사업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

2) 생산기술 또는 업무의 성격 : 철강, 석유정제, 합성화학 등의 사업에

서 원료로부터 제품까지의 생산과정이 연속공정으로 진행되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3) 기업의 경영효율 등 경제적 이유 : 생산설비를 완전 가동시켜서 설

비투자에 대한 상각을 짧은 기간에 달성하거나, 기업 간 경쟁에서 이기

기 위해 조업시간, 영업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

http://www.moel.go.kr/view.jsp?cate=7&sec=4&mode=view&bbs_cd=105&state=A&seq=120591198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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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대제 근로의 유형 및 고려사항

1) 유형 : 2조 격일제, 2조 2교대제, 3조 2교대제, 3조 3교대제, 4조 3

교대제 등

2) 노무관리 사항

① 점검항목

교대조 및 근무조의 수, 야간근로의 유무, 조업의 연속성, 휴일의 일제

부여 여부, 한 조의 연속근무일수, 교대조의 순환기간, 근무조의 순환

방법, 출․퇴근의 편의 등

② 교대제 근로 도입시 유의사항

- 연중무휴 가동은 예비근무조가 있는 근무조(4조3교대제 등)로 편성

- 규칙적인 근무조 교대 및 근무간격은 최소 12시간 이상 유지

-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회 8시간 준수

- 연장근로는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야근 일수는 최소화

- 휴일은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고 휴가는 실제 사용토록 배려

- 출․퇴근버스의 운행 등 편의를 제공

- 교대제 근로의 배치 전후 건강진단 실시, 진단결과 및 판정의견에 따

라 비교대 근로나 주간 근로로 전환 등 배려

3) 적법성 판단 고려사항

① 취업규칙 등에 제도화(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교대제 근무를 근로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새

로이 교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필요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교대제 형

태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반 법 원리

를 적용(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불이익한 경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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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교대제를 운영하더라도 주휴일이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지정하여 부

여되어야 함

주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역일(曆日)단위로 주되, 교대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이 부여

되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

③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은 적용

1일은 역일상 1일로 0시~24시까지이나, 계속 근무가 2역일에 걸친 

경우에는 시업시각이 속한 날의 1일 근로로 취급함

④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1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1주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

으나, 이는 한시적 조치이므로 이를 근거로 교대제 근로를 편성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음

※ 예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근로기준법 제59조) : 연장근로 제

한 없음

임신 중인 여성(근로기준법 제74조) : 연장근로 금지

산후 1년 미만 임산부(근로기준법 제71조) : 1일 2시간, 1주 6시간, 1

년 150시간 초과 금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근로기준법 제69조) : 1일 1시간, 1주 6시간 초

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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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및 휴가(제60조)

교대제 근로라 하더라도 휴게와 휴가관련 규정이 적용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

계속근로 1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2

년 단위로 1일씩 가산, 25일 한도)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 법정휴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각각 부여

⑥ 야간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임금(통상임금 50% 이상)을 지급

연소근로자와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필요(근로기준법 제70조)

4) 연중무휴 가동 사업장과 적합한 교대제

① 연중무휴 가동이 가능한 교대제 : 4조이상의 교대제(4조 3교대제, 

5조 3교대제 등)이어야 함

② 연중무휴 가동이 적절하지 않은 교대제 : 3조(3조 2교대제, 3조 3교

대제) 형태로 하여 휴게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경우 근무편성표상으로

는 연중무휴 가동이 가능함. 그러나, 연장근로가 상태화(常態化)되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또한 근로자의 건강․안전에 문제점이 많아 지

양되어야 함

2조(2조 격일제, 2조 2교대제) 형태는 연중무휴 가동이 불가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근로기준법 제58)」및「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업무(근로기준법 제63)」에 규정된 근로자는 3조 또는 2조 

등 교대조 형태와 상관없이 연중무휴 가동이 가능하나, 근로자 건강보호 

등을 이유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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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별 교대제 근로의 검토

1) 2조 격일제

① 개념 : 조를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는 형태 - 아파트 경비업무 등에서 활용

② 근무편성표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제5일 제6일 제7일

1조 근무 근무 근무 근무

2조 근무 근무 근무  

※ 근무 : 7시 ~ 다음날 7시까지

③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1주 7일 계속 가동을 위해서는 1조는 4일간 근무하면서 1일 최대 11시

간(연장 3시간, 휴게 1시간 제외)까지 근무하고, 2조는 3일간 근무하

면서 1일 최대 12시간(연장 4시간, 휴게 1.5시간 제외)까지 근무

따라서 1일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근무편성은 불가능하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근로기준법 제58조) 및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업무(근로기준법 제63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24시간 계속 

근무편성이 가능

2) 2조 2교대제

① 개념 : 

조를 2개로 나누어 2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근

무순번을 1주 또는 2~4주단위로 계속 바꿔가면서 근무하는 형태

② 근무편성표(순환 : 1근무조→2근무조→1근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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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 제2주

제1일~제5일 제6일~제7일 제8일~제12일 제13일~제14일

1조 1근무조 휴 2근무조 휴

2조 2근무조 휴 1근무조 휴

※ 1근무조 : 0시~12시, 2근무조 : 12시~24시, 휴 : 1일의 휴일, 1일의 휴무일

③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1개조가 1일 10시간 24분 근무 가능(연장 2시간 24분, 휴게 1시간 제

외)하여 1일 최대 20시간 48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각 조별로 1주 5일 

가동방식으로 1일의 휴일과 1일의 휴무일을 일괄 부여

따라서 1일 24시간 가동을 위해서는 각 조별로 휴게시간을 더 많이 부

여(1시간 36분 이상) 하여야 함. 그러나, 연장근로가 상태화(常態化)

되어 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

3) 3조 2교대제

① 개념

3개의 교대제를 두어 근무형태를 3조로 나누고, 1일 근로를 2근무로 

나누어 1일 기준으로 2개조는 근무하고, 1개조는 휴무하는 형태

② 근무편성표

a. 1주 5일 가동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휴무조→1근무조)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1 2 3 4 5 6.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조 휴 1근 2근 휴 1근 휴 2근 휴 1근 2근 휴 휴 1근 2근 휴 1근 2근 휴

2조 1근 2 휴 1근 2근 휴 휴 1근 2근 휴 1근 휴 2근 휴 1근 2근 휴 휴

3조 2 휴 1근 2근 휴 휴 1근 2근 휴 1근 2근 휴 휴 1근 2근 휴 1근 휴

※ 1근(1근무조) : 0시~8시, 2근(2근무조) : 8시~16시, 휴 : 휴무조, 휴 : 1일

의 휴일, 1일의 휴무일

2개조는 3일간 1일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근무하여 1주 33시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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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1개조는 4일간 1일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 근무하여 1주 44시

간 각각 근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할 경우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

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 가능

b. 1주 7일 가동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휴무조→1근무조)

8~20 20~8 8~2020~8 8~20 20~8 8~20 20~8 8~20 20~8 8~20 20~8 8~20 20~8

1조
1근무조 2근무조 1근무조 2근무조

2조
1근무조 2근무조 1근무조 2근무조 1근무조

3조
2근무조 1근무조 2근무조 1근무조     1근무조

근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휴무 1조 3조 2조 1조 3조 2조 1조

(단위 : 시간)

구분 근로일
실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

1일 1주 1일 1주 1일 기준 
시간 초과

1주 기준 
시간 초과

1조 4일 11 44 1 4 3 12

2조 5일 11 55 1 5 3 15

3조 5일 11 55 1 5 3 15

※ 1근무조 : 8시~20시, 2근무조 : 20시~다음날 8시, 휴무조 : 휴무

③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1개조는 4일간 1일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 근무, 나머지 2개조는 5

일간 1일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 근무하여 4일간 근무하는 조는 1주 

연장근로의 합계가 12시간이나, 나머지 5일 근무하는 2개조는 각 15

시간으로 법 위반이 됨

따라서 연중무휴 가동을 위해서는 5일 근무하는 2개조에서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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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많이 부여(1시간 36분 이상)하고 근로시간을 10.4시간(연장 2.4

시간 포함)으로 하여야 함. 그러나, 연장근로가 상태화되어 법 위반 소

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

4) 3조 3교대제

① 개념 : 3개의 조를 두고 1일 근로를 3근무조로 나누어 각 교대조별

로 근무조를 적절히 배합하여 운용하는 형태로 1주 5일 가동방식과 1

주 7일 가동방식이 있음

② 근무편성표

a. 1주 5일 가동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3근무조→1근무조)

구 분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1일~5일 6일~7일 8일~12일 13일~14일 15일~19일 20일~21일

1조 1근무조 휴 2근무조 휴 3근무조 휴

2조 2근무조 휴 3근무조 휴 1근무조 휴

3조 3근무조 휴 1근무조 휴 2근무조 휴

※ 1근무조 0시~8시, 2근무조 8시~16시, 3근무조 16시~24시, 휴 : 1일의 휴

일, 1일의 휴무일

각 근무조의 1일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휴게 30분 제외) 

모든 근무조가 1일 7시간 30분, 1주 37시간 30분을 근무하여 연장근

무가 없으나, 1일의 휴일과 1일의 휴무일을 일괄 부여하므로 연중무휴 

가동은 불가

b. 1주 7일 가동 방식

b-1. 주6일 근로(순환 : 3조→2조→1조→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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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1주

1조

2조
3조

0~8
( 7.5 )
8~16
16~24

0~12
( 11 )
12~24
휴 일

0~8
( 7.5 )
8~16
16~24

0~12
( 11 )
휴 일

12~24

0~8
( 7.5 )
8~16
16~24

휴 일
( 0 )
0~12
12~24

0~8
( 7.5 )
8~16
16~24

2주
1조
2조
3조

16~24
0~8
8~16

12~24
0~12
휴 일

16~24
0~8
8~16

12~24
휴 일
0~12

16~24
0~8
8~16

휴 일
0~12
12~24

16~24
0~8
8~16

3주
1조
2조
3조

8~16
16~24
0~8

0~12
12~24
휴 일

8~16
16~24
0~8

12~24
휴 일
0~12

8~16
16~24
0~8

휴 일
0~12
12~24

8~16
16~24
0~8

※ ( )는 법정휴게시간 부여시 실근로시간 / 각 조는 1주 52시간 근무 / 1근무

조 0시~8시, 2근무조 8시~16시, 3근무조 16시~24시

○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쉬는 조가 없는 날은 각 조가 7시간 30분(휴게 30분 제외)씩 근무, 쉬

는 조가 있는 날은 2개조가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씩 근무

따라서 각 조의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연장 12시간 포함)으로 연

장근로가 상태화되어 있어 휴가 활용 시 법 위반소지가 있고, 또한 연

장근로를 하면서 주40시간제를 6일제로 운영하는 것에 근로자가 쉽게 

동의하지 않아 연중무휴 가동에 활용이 곤란함

b-2. 주5일 근로(순환 : 3조→2조→1조→3조)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1주

1조

2조
3조

0~8
( 7.5 )
8~16
16~24

0~12
( 11 )
12~24

휴

0~12
( 11 )

휴
12~24

휴
( 0 )
0~12
12~24

0~12
( 11 )
12~24

휴

0~12
( 11 )

휴
12~24

휴
( 0 )
0~12
12~24

2주
1조
2조
3조

16~24
0~8
8~16

12~24
0~12

휴

12~24
휴

0~12

휴
0~12
12~24

12~24
0~12

휴

12~24
휴

0~12

휴
0~12
12~24

3주
1조
2조
3조

8~16
16~24
0~8

0~12
12~24

휴

12~24
휴

0~12

휴
12~24
0~12

0~12
12~24

휴

12~24
휴

0~12

휴
12~24
0~12

※ ( )는 법정휴게시간 부여시 실근로시간 / 각 조는 1주 51.5시간 근무 / 1조 

: 0시~8시, 2조 : 8시~16시, 3조 : 16시~24시, 휴 : 1일의 휴일, 1일의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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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쉬는 조가 없는 날은 각 조가 7시간 30분(휴게 30분 제외)씩 근무, 쉬

는 조가 있는 날은 2개조가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씩 근무

따라서 각 조의 주당 총근로시간이 51.5시간(연장 11.5시간 포함)으

로 연장근로가 상태화되어 휴가 활용 시 법 위반 소지가 있고, 또한 연

중무휴 가동시 근무시간대 간에 간격이 너무 짧거나 휴일이 불규칙하

여 근로자 건강보호나 생산성 측면상 바람직하지 않음

5) 4조 3교대제

① 개념 : 조를 4개조로 나누어 3개조는 3근무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

하고 1개조는 휴무하는 형태임

② 근무편성표

a. 3근 1휴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3근무조→1근무조)

4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각 교대조가 3일 근무 1일 휴무를 규칙적

으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휴무 다음날에 근무조가 전환됨

12일을 주기로 9일 근무하고 3일은 쉬는데 휴일은 휴무일 중에 적정한 

날을 휴일로 부여

a-1.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조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휴 3근 3근 3근 야휴

2조 휴 2근 2근 2근 휴 3근 3근 3근 야휴 1근 1근 1근

3조 2근 휴 3근 3근 3근 야휴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4조 3근 3근 야휴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휴 3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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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조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2조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3조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4조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 근 : 근무, 휴 : 휴무, 1일 8시간 근무, 야휴 : 야간근로 후의 휴무 

1근(1근무조) : 6시~14시, 2근(2근무조) : 14시~22시, 3근(3근무조) : 22

시~6시

b. 4근 1휴(2→1)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3근무조→1근무조)

각 교대조가 4일 근무 1일 휴무한 후 근무조 변경, 4일 근무 2일 휴무한 

후 다시 근무조 변경, 4일 근무 1일 휴무한 후 또다시 근무조 변경을 반

복하는 방식

16일 주기로 12일을 일하고 4일을 쉬는데 그 중 1일은 야간근로 후 휴

무, 휴일은 휴무일 중에 적정한 날을 휴일로 부여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조 2근 2근 2근 2근 휴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휴

2조 휴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3조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휴 3근 3근 3근

4조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휴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 근 : 근무, 휴 : 휴무, 1일 8시간 근무, 야휴 : 야간근로 후의 휴무

1근 : 1근무조, 2근 : 2근무조, 3근 : 3근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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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근 2휴(1→2) 방식(순환 : 1근무조→2근무조→3근무조→1근무조)

각 교대조가 5일 근무 2일 휴무한 후 근무조를 변경, 5일 근무 1일 휴무

한 후 다시 근무조를 변경, 또다시 5일 근무 2일 휴무한 후 근무조를 변

경하는 반복하는 방식

20일을 주기로 15일을 근무하고 5일은 쉬는데 그 중 1일은 야간근로 

후 휴무, 휴일은 휴무일 중에 적정한 날을 휴일로 부여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조 3근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2조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3조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2근 휴 휴

4조 2근 2근 2근 휴 휴 3근 3근 3근 3근 3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1조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2근 휴 휴

2조 2근 2근 2근 휴 휴 3근 3근 3근 3근 3근

3조 3근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4조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 근 : 근무, 휴 : 휴무, 1일 8시간 근무, 야휴 : 야간근로 후의 휴무

1근 : 1근무조, 2근 : 2근무조, 3근 : 3근무조

○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4조3교대제는 각조가 모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를 하여 연

장근로에 대한 부담 없이 1일 24시간, 1주 7일 가동을 하여 연중무휴 

가동이 가능

근로시간대간의 간격을 정상적으로 유지, 야간근로 등으로 인한 피로

회복을 위해 휴식시간이 충분히 주면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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