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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그
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 법은 정리해고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에게 우선재고용의무를 정리해고 이후 3년간 부여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근로자는 해고된 이후, 경영의 호전으로 인해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구직자보다 우선하여 해당 사업에 재고용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우선재고용의무 규정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일정한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경영상황과 관련하여 재고용이
가능한 상황만큼 호전되었는지 근로자가 알 방법이 없고, 설사 경영상황이
호전되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채용의사가 없으면 재고용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리해고에 있어 우
선 재고용에 관한 집단적 권리로서의 인식과 그에 걸맞은 법규의 개정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정리해고 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에 우선 재고용과 관련한 협정을 체
결토록 하고, 협정 내에 정리해고 실시 이후 경영상황 및 인력수요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우선 재고용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그리고 우선재고용의무 기간 동안 우선 재고용이 실시되었음에도 사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재고용되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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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고를 제
한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1)’)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
건을 갖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리해고된 근로
자의 보호방안으로 해고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와 정부의 생계안정‧재취
업‧직업훈련 등 필요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보호방안인 사용
자의 우선재고용의무는 법 개정 이전에는 우선고용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용자가 정리해고 이후 신규채용의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반드시 정리해고자를 우선고용
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맞는 정리해고자가 있으면 그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
이어서 실질적인 해고근로자 보호 방안으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보호 방안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
무 규정이다.
사용자에게 우선재고용 노력을 부여하던 규정이 의무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정리해고를
한 사용자는 이후 근로자 채용에 있어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반대로 해고근로자는 법적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용자와 해고근로자 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면서 노력 규정일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해석상 쟁점 역시 발생하게 되었다. 첫 번째 쟁점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재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해고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법
적 성격으로, 과연 이를 사법상의 청구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법상 청구
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사법적으
로 청구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고근로자의 구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
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고용의무의 대상이 되는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에 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와 해고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우선재고
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

1) 근로기준법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본 논문에서 ‘정리해고’로
표현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정리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로 인
식되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
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정리’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주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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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이행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법에서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
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이를 어떤 방식으
로 이행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 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고용 권리를 갖는 근로자들에 비해 사용자가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수가 적은 경우 어떠한 근로자가 우선재고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선정되며, 사용자는
어떠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의 권리 실현
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우선재고용의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이행방안과 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
의 성격 및 효과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재고용의무 관련 규정의 쟁점에 대한
해석론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Ⅱ. 재고용의무의 의의
1. 정리해고와 재고용

(1) 정리해고제도의 보완
우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규율하고 있는데, 긴
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에서 정하고 있
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5조에서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
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
하도록 하는 우선재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가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된 시점부터 규율된 것
은 아니다. 정리해고제도 도입 당시에는 정리해고자에 대해 우선재고용노력의무로 규정되
어 있던 것이 법 개정을 통해 재고용의무로 강화되었다. 비록 재고용이 의무로서 강제된
것은 개정 이후이지만 우선재고용이라는 형태의 해고근로자 보호방안은 정리해고제도 도
입 당시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정리해고제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정리해고자에 대한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의 의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
리해고와 재고용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재고용이 채용강제의 형태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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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로까지 규정된 것에 대한 정당성과 의의를 단계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리해고자에 대한 우선재고용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의 도입경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과 같이 정
리해고가 별도의 규정으로 입법화되기 전에 해고는 ‘해고 등의 제한’이라는 일반 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율되어 있었으며, 다만 학설과 판례에 의해 해고에는 통상해고, 징계해
고 외에 정리해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을 뿐이었다. 정리해고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정은 없었으나 이미 해고의 유형으로 정리해고는 인정되고 있었고, 정리해고가 정당
하기 위한 요건 역시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경직된 해고제도 하에서
외부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서 인력 조정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했고, 이는 정리해고제도의 법제화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정리해고의 법제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리해고가 가지는 특성, 즉 근로자 측
의 귀책사유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고용 상실이라는
불이익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떠안아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
리해고가 가능하다는 법 규정과 함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근로자에 대한 보상
도 입법을 통해 규율될 필요가 있었다. 일찍이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
의 문제에 대해 엄격한 정당화 요건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는데,
이는 근로자의 직장보장원리를 구현하는 핵심이었다.2) 이에 따라 우리 근로기준법은 정리
해고제도 역시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한 부분으로 근로자의 직장보장원리의 한 방안
으로 해고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을 규율하게 되었다. 정리해고 입법 당시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 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리해고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에도 소홀
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우선재고용에 대해 법에서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로서 이를 강제
하지 않고 단순 노력의무로만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채용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대
한 우려와 강력한 우선재고용의무로 인해 정리해고 도입 취지가 반감할 수 있어 오히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노사 신뢰의 기초를 바탕으로 한 재고용이 유도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적절한 제도 설정이라고 입법권자가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구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고용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적 고용이라는 관행을 통해 경영상 해고에 대한 노사의
협조 및 신뢰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해석3) 역시 같은 의미이다. 즉, 우리 근로기
2) 권혁, “현행근로기준법상 우선재고용의무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 『노동법학』, 제25호, 한국노동법
학회, 2007, p.115.
3) 김형배, 새로 쓴 노동법, 박영사, 2016, 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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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은 사용자의 정리해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보완책으로 정리해고 근로자
에 대한 우선재고용을 설정함으로써 사용자의 필요로 인한 불가피한 해고에 대해 근로자
보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법적 의무로 강화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업의 인력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따라 행해
지는 여타의 해고와는 달리 경제구조 속 발생한 사용자 측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
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경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지
만,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기업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직면하는 경우
도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존속이 전제되어야만 근로자의 고용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의 법적 허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리해고는 그
로 인해 고용상실이라는 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아무런 귀책사유도
갖지 않은 근로자라는 점에서 엄격한 정당성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해고제도는 엄격한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만을 허용하되, 해
고근로자에 재고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노력의무만 부과함으로써 긴박한 경영상 필요
성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 사용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다소간의 재량을 부여함과 동시에
재고용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 노사 간 자율의 영역에 맡기는 것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도입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에 대해 사법상 엄격하게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우리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범주를 점차 확대
하는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오히려 정리해고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
법원은 초기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4)하거나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
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5)으로 보아 현실적 필요로
이해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
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
4) 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5)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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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
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6)에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해석하
여 반드시 현실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기 시작하였
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
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7)이라고 하여 장래에 대한 합리적 대비 목적
의 정리해고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래의 경영위기에 대한
합리적 대비 필요성 여부를 사용자가 판단함에 있어서도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
을 인정하여야 할 것”8)이라고 판단하고 정리해고 인원의 추정과 판단에 있어서도 “기업의
잉여인력 중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9)이라고 보아
사실상 사용자의 예측과 판단에 자의적이거나 결정적인 결함이 없는 이상 사용자의 경영
상 결단을 존중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와 같이 정리해고의 허용 범위가 판례 등 해석을 통해 점차 확대되어가면서, 이는 근
로자의 고용상실 증대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반해 근로자의 보상책으로서의 재고용은 입법
권자의 기대와는 달리 노력의무라는 이유로 실효성 없는 보상책에 머무르고 있었다. 실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2는 정리해고를 한 사용자는 정리해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 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신규채용의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반드시 정리해고자를 우선재고용하여야 한다
는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맞는 정리해
고자가 있으면 그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자가 사용자가 신규채용하려는 직책에 맞는 사람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사용자가 그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하더
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우선재고용 노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10)이라고 판시하여 구법상의 우선재고용 노력의무에 대해 강제성이 없음을 확인한 바
6)
7)
8)
9)
10)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2014.11.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2013.6.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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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입법권자가 설정해 놓은 정리해고제도는 그 취지와는 달리 정리해고 가능성과 범위는
확대되는 반면, 그 보상으로서 해고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은 유명무실해짐으로써 정리해고
제도의 균형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권자는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재
고용 노력의무를 재고용의무로 강화하고 그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장하는 법 개
정을 단행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배경을 고려하여 법 개정을 통해
입법권자가 사용자에게 해고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고용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11)

(3) 재고용의무의 법이론적 근거
정리해고 가능성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그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역시 강화한다는 차원
에서 재고용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종
의 채용 강제로서 계약 성립 및 형성자유에 터잡은 사용자의 채용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지극히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근로기준법이 정리해고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해고근로자에 대한 보상책으로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우선재고용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법이론적 근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그 근거는 정리해고가 가지는 특성과 사용자‧근로자 간의 근로관계 본질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정리해고의 특성상 근로자들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존속을 위해 고용상실의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반면, 실제 경영위
기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여야 할 사용자는 오히려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해고권을 사용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리해고 이후 경영상황이 회복되었을 때, 사후적 보상
차원에서 해고근로자에게 재고용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12)
정리해고를 통해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가 직장 상실이라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만
으로 사용자에게 재고용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체약강제로 설득력이 없다는 견해가 있
다.13) 이 견해는 정리해고가 사용자의 경영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11)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Ⅱ, 박영사, 2013, p.262.
12) 조용만, “개정 근로기준법상 우선고용제의 법적 평가 및 쟁점 검토”, 노동법연구, 제22호, 서울대노
동법연구회, 2007, p.129.
13) 권혁, “현행근로기준법상 우선재고용의무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 노동법학, 제25호, 한국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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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사용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사용자는 스스로 사업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
는 자이지만, 근로자는 업무에 따른 수익‧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지는 자가 아니므로 단순
히 비난 가능성만을 가지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정리해고 실시 여부도 사
용자의 고유 결단 사항으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단체교섭조차도 요구할 수 없다는 점14)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정리해고로 인해 받게 되는 고용 상실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사용
자의 재고용의무 강제가 지나친 권리 제한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2. 외국 입법례

(1) ILO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ILO는 1963년 총회에서 채택한 ｢고용종료에 관한 권고(제119호)｣
에서 정리해고의 일반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이후 계속하여 정리해고와 관련한 권고
들을 보완해 오고 있다. ILO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제3장에서는 경영상 해고에 대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고회피를 위한 적극적 조치(제12조),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
의(제13조), 행정관청에의 통지(제14조), 해고대상자의 선발기준의 확정(제15조), 해고근로
자의 우선재고용권 보장(제16조), 해고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국가기관의 충분한 조치(제

17조) 등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후 1982년 제158호 협약
｢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 및 제166호 권고 ｢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
종료의 권고｣로 이어져 왔다.
이중 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Recommendation concerning Termination

of Employment at the Initiative of the Employer)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재고용권
(Priority Of Rehiring)과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1) 경제적, 기술적, 구조적 또는 그와 유
사한 성격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종료의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재고
용 희망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유사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고용권이 주어져야 한다. (2) 우선재고용권은 특정 기간 내로 제한될 수 있다.

(3) 우선재고용권에 대한 기준, 재고용을 함에 있어 권리보유의 문제, 재고용 근로자의 임
금 관할 조건은 권고 제1항에서 언급한 방법(국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재재정이나
학회, 2007, pp.120~121.
14)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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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결정 및 국내 사정에 적합한 기타의 방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독일
독일의 경우 정리해고자에 대한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
다. 독일은 정리해고에 있어 해고근로자에게 재고용이 아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해고제한법 제1a조에서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
고,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
니하면 근로자는 해고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보상청구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
상청구권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가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보상청구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보상금은 매 근속연수에 대한 0.5개월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즉, 독일은 정리
해고에 대한 근로자 보상방법으로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독일 실정법에서 사용자의 재고용의무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통해 정
리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사후적인 경영환
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직장보장원리가 형해화될 위험에 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고근로자에게 종전 사용자와 다시금 근로계약관계를 재형성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법관법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정리해고 이후 해고근로자에 대한 재취업활동 및 소득보장 등을 위한 다
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우선재고용권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
전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정리해고 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함께 우선재고용권 및 그
시행방식에 대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5)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우선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근로자는 해당 기간 내에 권리
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해고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는 공석이고 신청
근로자의 직업자격에 상응하는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신청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공석이 발생한 일자리를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고 그 목록을 게시
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한다.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이후 새로운 직업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직업자격에 따른 우선재고용권을 갖게 된다.16)
15) 노동법전 L.1233-42조.
16) 노동법전 L.1233-45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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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재고용권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 배
상책임의 범위는 해당 기업이 근로자 11인 이상 사용 기업이거나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
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자는 최저 2개월의 임금에 상당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근로자 11인 미만 사용 기업이거나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
자는 우선재고용 불이행에 따른 실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17)

3. 재고용의무(권리)의 한계
재고용의무의 도입과정이나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보았을 때 재고용의무는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부여한 법적 강제 의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나, 현행 법 규정은 이러한 의미를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우선재고용의무는 정리해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정
리해고 당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에 인력 수요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
우에 한하여 발생되는 의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우선재고용의무가 사용자에게 부
과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이후 기존 업무에 대한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하여야만 하는
데, 이는 정리해고 실시 이후 경영상 어려움에서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모든
정리해고 실시 사용자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물론 정리해고 당시의 경영상태가 호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정리해고 이후 경영상태 호전에도 불구,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지
않으면 해고된 근로자는 어떠한 것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즉, 정리해고된 근로자
의 재고용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사업의 경영상황과 그에 따른 사용자의 결단에
달려 있게 된다. 의무 부담자가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권리자인 해고자에게 있어 재고용권은 비확정적인 권리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실제 사용자가 정리해고 실시 이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재고용을 하고자 하여도
이때의 재고용이 정리해고 당시 해고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분야에 인력
수요가 있어야 비로소 의무가 발생하며, 게다가 그 인력 수요가 실제 해고당한 전체 근로
자의 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부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롯이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보편적인 권리라고 인식하기에는 이상과 같은 한계가 내재되
어 있다.

17) 노동법전 L.1235-13조, L.1235-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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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선재고용의무의 법적 효과
1.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규율하는 대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이후 경영상황의
개선 및 사업의 호전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인력 수급이 요청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정리
해고 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법에서 사용자의 우선재고
용의무 이행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우선 사용자는 정리해고 실
시 이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규 채용의 필요성을 갖게 된다. 이때 신규 채용이
필요한 업무가 정리해고했던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인지를 검토하고, 맞다고 한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정리해고자에게 개별적 통지 방식 등을 통해 재고용을 제안하게
된다. 법에서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발생 요건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이라고 규
율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해고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고, 해당 근로자에게 재
입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사용자의 제안에 대해 재고용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이를 수락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하면 된다. 이
로써 사용자와 해고근로자 간에 재고용은 성립하게 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다. 결
국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이행하여야할 우선재고용의무는 ① 해고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에 대한 채용 시 해고근로자에게 재고용의사를 확인할 의무, ② 재고용을
원하는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이행에 있어 정리해고 이후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수가
해고근로자 중 재고용을 원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 사용자는 재고용 희망자를 모
두 고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우선재고용의무를 이행하게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자가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수가 해고근로자 중 재고용을 원하는 근로자
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이행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충원하고자 하는 대상 근로자 수가 정리해고된 자 중 우선재고용을 원하는 자의
수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채용하는 것이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법은 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정리해고된 자 중 사전 선별하여 일부 정리해고된 자에 대해서만 우선재고용 희
망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확인된 자를 채용한 경우, 정리해고된 자 중 충원하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 전원에 대해 충원 의사를 통지하고 그 중 재고용 희망을
사용자에게 통보한 자들 중 사용자가 설정한 채용기준에 따라 일부를 고용한 경우18)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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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재고용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 입법례도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ILO권고에서
재고용의 기준에 대해 국내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 국내 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단체협약 등 자치규범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해고근로자의 고용의무 이행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우선고용 의무는 당연히 인정되나, 근로자의
우선고용 청구권도 발생케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문으로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는다. 다만,
입법 당시 회의록19)에서 입법안을 제출한 정부 측 담당자는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민
사상 청구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우선고용 의무 발생
요건으로 법문이 ‘근로자가 원하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고용청구
권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20)도 제시되고 있다. 청구권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무 확인 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하급심 판례이지만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자신을 재고용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재고용
의무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규정이 기존에는 노력규정에 불과하였
던 것을 근로자 보호 및 고용안정성의 도모를 위해 의무규정으로 전환한 것인 점, 개정한
입법자의 의도는 정리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재고용 노력의무를 넘어 법적인 재고용 의무
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정리해고 된 근로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고용상실의 불이익을 감수하였고 이러한 근로자의 과거의
희생에 대한 사후적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만을 강화
한다는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
인 점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5조를 근거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였다.

21)

18) 볼 수 있다는 견해 강선희,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자의 우선재고용의무”, 노동리뷰』, 2014년 12월
호, 한국노동연구원, 2014, p.88.
19) 제17대 제262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 국회회의록.
20) 김형배, 새로 쓴 노동법, 박영사, 2016, p.718.
21) 인천지법 2014. 9. 25. 선고 2013가합17168 판결(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나
50038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과가 유지되었고, 현재는 대법원(2016다13437)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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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의 효과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재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5조를 위반
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만이 발생하게 된다.22) 법원도 해고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고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해
고근로자에게 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때 재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고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재고
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근로자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판단하고 있다.23)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미준수로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
해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손해액
도 사용자가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근로자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
역시 우선재고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24)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고용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25)도 있다. 재고용의무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리해고
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재고용의무는 잔존하므로 우선재고용 시점까지 손해배상액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으로 인해 사용자가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고
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원의 손해배상 인정으로 사실상의 간접강제
적 성격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실손해에 대한 배상이 본질이라는 점에서 간접강제적
성격이 당연히 내재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경우, 법에서 사용자가 우선재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개월분 이상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재고용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프
랑스와 같이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범위
를 명문화하는 입법이 주장되기도 한다.26)
22)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Ⅱ, 박영사, 2013, p.263
23) 인천지법 2014. 9. 25. 선고 2013가합17168 판결.
24)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이인영의원 등 15
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7.) 이에 따르면 사용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혹은 실손해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25) 강선희,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자의 우선재고용의무”, 노동리뷰, 2014년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4,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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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선재고용의무 관련 쟁점의 해석
1. 우선재고용 대상 근로자
현행법에서는 우선재고용 대상으로 ‘해고된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 해고된 근로자란
해고 당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 중 정리해고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해
고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고 당시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나 근속연수 등은 전
혀 고려되지 않는다. 해고된 이후 재취업한 자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우선재고
용권은 해고된 사실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지 재고용 당시 취업상태는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며, 법문에서 ‘근로자가 원하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근로자가 재취업한 일자
리와 재고용 일자리 중 선택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고 할 것이다.27)
이에 대해 우선재고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해고된 근로자’로 국한하지 않고 정리해
고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사용
자의 입장에서도 재고용에 있어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적격자 선택이 더 용이
하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판례도 ‘해고된 근로자’라는 명시적인 법 문언에도 불구하고 다
른 조항에 근거하여 정리해고 과정에서 자발적 퇴직을 선택한 근로자도 해고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우선재고용권을 갖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28)
자발적 퇴직자에 대해 해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해석은 형평의 관념에 반할 수 있고,
우선재고용권의 청구권적 성격을 희박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우선재고
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으며, 자발적 퇴직자에 대해 일반 채용지원자와의 관계에
서는 우선재고용 대상자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29)이 있다.
그러나 자발적 퇴직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인지

26) 김남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계기로 본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방향”, 노동법연구, 제33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2, p.284.
27) 조용만, “개정 근로기준법상 우선고용제의 법적 평가 및 쟁점 검토”, 노동법연구, 제22호, 서울대노
동법연구회, 2007, p.138.
28) Cass. soc. 10 mai 1999, RJS 6/99, n°806.(조용만 “개정 근로기준법상 우선고용제의 법적 평가 및
쟁점 검토”, 노동법연구 제22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7, p.138에서 재인용)
29) 조용만, “개정 근로기준법상 우선고용제의 법적 평가 및 쟁점 검토”, 노동법연구, 제22호, 서울대노
동법연구회, 2007,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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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고, 실제 그렇다고 한다면 퇴직자 본인이 우선재고용권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근로관계 종료가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고에 해당한다는 사실
을 증명하면 그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면 될 문제이지 사용자 입장에서 굳이 자발적 퇴직
자를 구분하여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발적 퇴직
자는 해고자가 아니므로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향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용과정에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력 등을 이유로 고용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기준법 제25조를 근거로 일반 채용지원자와의 관계에
서 우선재고용 대상자로 해석하는 것은 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의 범위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우선재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요건을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
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법문을 엄격히 해석하면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당시 자신이 담당하였던 업무가 아닌 업무
에 대해서는 자신이 과거 담당하였거나 담당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우선고용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업무 내용에 관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
에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기술‧자격이 요구되는 업무인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사용자에게 인정된다는 판례의 입장30)을 들어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업무내용이 변경되어 왔음에도 해고 당시에 우연히 담당하였던 업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
로 우선재고용권을 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하며,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
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라는 요건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31)
앞서 우선재고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ILO권고와 프랑스 노동법에서는 그 대상을 직업자
격으로 규율함으로써 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 주장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프랑
스는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이후 해고 당시 가지고 있던 새로운 직업자격을 취득하고 이
를 사용자에게 알린 경우, 그 자격에 상응하는 업무에 대한 우선재고용권이 인정된다.
하급심 판례에서 “이 사건 규정이 정리해고 된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될 권리를 인정하
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업무 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점, 업무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재고용 의무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넓게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로서도 재
30)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31) 조용만, “개정 근로기준법상 우선고용제의 법적 평가 및 쟁점 검토”, 노동법연구, 제22호, 서울대노
동법연구회, 2007,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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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이 사용자에게 일방
적으로 불이익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상의 채용대상
업무와 해고 당시 근로자의 업무가 그 주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
준의 직업능력 및 자격을 요하는 경우 동일한 업무라고 해석함이 상당”32)하다고 판시하여
법문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근로자의 능력 및 자격을 바탕으로 판단하
고 있다.
다만, 재고용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업무가 아닌 근로자의 능력 및 자격으로 삼는 경우
능력 및 자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해고근로자가 더 많은 재고용 기회를 갖게 되어 재고
용 기회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능력 및 자격을 더 많이 가진 해고자가
그렇지 않은 해고자보다 재취업의 기회 내지 가능성이 높은데 해고근로자에 대한 보상책
으로 마련된 재고용에 있어 재취업의 기회가 더 많은 해고근로자에게 재고용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다. 실제 채용에 있어서도 사용자는 활용도가 높은
인력을 채용하게 되므로 사실상 재고용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해고 시 담당하
였던 업무와 사용자가 정리해고 당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시행한 배치전환 시 재배
치될 수 있었던 업무까지를 포함하는 견해33)가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Ⅴ. 한계와 개선방안
1. 재고용의무 규정의 한계와 법적 흠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는 특정 근
로자 개인과 관계되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근로자 전체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
서 잠정적으로 형성되었다가 법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이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특정 개별
정리해고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있어 구체적인 권리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과 사용
자가 고용하고자 하는 인력규모가 정리해고된 근로자 규모보다 작은 경우 정리해고된 근
로자 전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 간 비균등성의 한계
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2) 인천지법 2014. 9. 25. 선고 2013가합17168 판결.
33) 김남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계기로 본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방향”, 노동법연구, 제33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2, p.283.

정리해고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의무(오세웅)

55

그리고 재고용 권리자인 해고근로자는 해고로 인해 회사와 단절될 수밖에 없어 재고용
과 관련된 정보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해고근로자의 권리 보장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방안을 법에서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
적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이행절차 및 방식, 이행 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등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해고
근로자의 재고용 시 지위와 처우 등에 대해서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리해고된 근
로자의 우선재고용 권리의 보장 및 실현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2. 집단적 권리로서의 접근
현행 우선재고용의무와 권리는 해고근로자 개인에 대해 사용자가 채용하고자 하는 업무
와의 연결이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상황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특정 해고근로자의 개별권
리로서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근로자 보호방안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정리해고된 근
로자 가지는 권리는 여전히 정리해고의 특성상 집단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 규모가 재고용을 원하
는 근로자보다 많거나 사용자가 채용하고자 하는 업무를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자가 특정
근로자 외에는 없는 등과 같이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가 정리해고된 근로자 개인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 개인의 우선 재고용권리를
당연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리해고는 대부분 대규모 인력조정의 형태로 나타
나는 반면, 정리해고 이후 사용자의 신규 채용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
자에게 우선재고용의무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정리해고된 모든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확
정적인 권리가 주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정리해고의 특성에서도 도출할 수 있는데,
정리해고는 근로자 개인의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사용자
의 사업 내 전체 인력규모에 대한 조정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즉, 정리해고의 포커스는 얼
마만큼의 근로자를 해고하여 인력규모를 축소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지 어떤 근로자를 해
고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정리해고를 이해한다면 사용자의
정리해고 실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 주체는 개별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라고 할 것이며, 단지 정리해고 이후 상황 변화 등에 따라 그 안에
서 실제 해고를 당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해고를 당한 자 중에서도 재고용을 원하는 자
와 원하지 않는 자에 따라 그 권리의 내용과 효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
하다.
이렇게 이해하여야만 정리해고에 대해 해고된 근로자만이 아닌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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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주장도 가능해지며, 근로자 대표를 통한 재고용 협정 체결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접근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권리 행사의 장애가 되는 사용자의 경영상황 및 재고용 정보에
대해서도 내부 근로자들의 접근과 해고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입법적 한계와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리해고 시점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재고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은 법에서 재고용에 대한 협정의 체결을 정리해고 정당성의
한 요건으로 규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의 협정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리해고에 대한 재고용권리를 집단적 차원에서 이
해하게 되면 법으로 협정 체결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의 협정을 통해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권리를 보다 구체화‧실질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협정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법에서 재고용 협정에 경
영상황 및 인력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해고근로자별 재고용 대상 업무, 재고용의사 통보
방식 및 채용 절차, 재고용 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3. 기타 세부 규정 정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의 협정을 통해 재고용과 관련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형성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가적인 세부 규정 정비의 필요는 존재한다.
해고된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사업 내 경영상황의 변화나 인력수급 계획 등
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곤란함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우선재고용권이 보장되는 자임에도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며, 이는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프랑스의 경우 법에서 재고용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고용
과 관련하여 이를 희망하는 해고근로자와 근로자 대표에게 공석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제공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이 실질적인 권리로서 모든 정리해고 근로자에게 균
등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상황의 근로자의 고용으로 재고용 기회를 잃은 해고근
로자에 대한 보상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선재고용
의무가 인정되는 3년 동안 해고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만이 재고용되면 나머지 근로자들은
더 이상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동일하게 정리해고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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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로자 간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우선재고용권을 해고된 모든 근로자 개인의 구체적 권리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재고용을 이행한 경우 나머지 재고
용되지 않은 해고근로자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규정하는 것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우선재고용이 일부 이행되었다는 것은 사업의 경영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금을 책정한다고 한다면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Ⅵ. 결 론
경영상 긴박한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익이 온전히 근로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다른 해고와 달리 매우 불합리한 해고
이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은 그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를 허용하면서도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와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에 따라 정리해고 이
후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우선재고용의무는 단순히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구제책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제도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정리해고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보완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정리해고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용을 상실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리해고의 비정상성을 상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리해고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의무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해고근로자
의 재고용권은 단순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인적 권리‧의무로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집단적인 권리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인
재고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경영 정상화 의지와 재고용 의
사가 필요한데, 이는 직장으로부터 배제된 해고근로자의 요구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정리해고제도의 보완이자 균형 유지 방안으로서 우선재고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전체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우선재고용의무 규정과 함께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와 우선재고용에
관한 협정을 정리해고 시 체결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협정 체결을 정리
해고 정당성 판단 요건화하고 협정에서 재고용에 관한 기준 등을 상세히 자율적으로 체결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3호

58

하도록 함으로써 재고용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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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ployer’s Obligation of Hiring Again Redundancy Workers
Se-woong Oh
Dismissals for managerial reasons are unreasonable for workers. Because workers are
dismissed due to deteriorating management. So it needs a way to protect dismissed
workers. The law defines the hiring again obligations of the employer.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law.
Workers can not know recruit information because they can not access the information
of their employer. And employment of workers is a matter for the employer. If the user
decides not to make a decision, the worker can not be employed again. Therefore, it is
not the full right of workers to hire again.
The right is not Individual rights of workers but right of worker’s group to be protected
by a dismissed worker, Because layoffs are about the entire workforce. And workers can
engage in employment. At the time of the layoffs, the representatives of the workers and
the employer have to sign up for the hiring again redundancy workers. This allows
workers to strengthen their rights.
Keywords : Dismissals for managerial reasons, The hiring again obligations of the
employer, The rights of dismissed work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