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감독의 체계적 지위와 적법성 제고방안(김동욱)

産
業
關
係
硏
究
第27卷 第4號, 2017. 12. pp.87~105
ⓒ韓國雇傭勞使關係學會
1)

사업장 근로감독의 체계적 지위와
적법성 제고방안
김 동 욱*

최근 새 정부에 의해 근로감독 강화가 강조되고 있고,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은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으로 이해
되고 있다. 행정작용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양대 축으로 양자가 비교형량
되어야 한다. 근로감독 기능이 그 목적성이 강화가 되는 것에 비례하여 근로
감독의 합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현행 사업장 근로감독은 문언상, 실질상 일종의 수사절차로 취급되고 있어
합법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행정작용인 경우보다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다소 미흡한 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을 본질에
충실하게 행정작용으로 구성하면서 사법작용의 성질을 가지는 요소를 제거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단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감독관 집
무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사절차인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
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감독대상 서류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임검과정도 개선하여야 한다. 감독결
과에 따른 시정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
여야 한다. 시정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행정작용으로 근로감
독의 본질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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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새 정부 들어 근로감독이 화두(話頭)다. 새 정부는 여러 가지 일자리․노동공약을 발표
하면서 근로감독 강화를 공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
관 신설, 장시간노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를 위한 노
동행정․근로감독 강화, 체불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6개 노동관계법의 이행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추가증원 등의 내용으로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1)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고용노
동 적폐청산 방안으로 일자리 노동분야 4대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있는 법 잘 지키기’이며, 그 수단으로서 근로감독관을 1천명 이상 증원 및 근로감독청 신
설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2) 이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
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노동공약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이전에 행정기능 강화를
통해 노동공약 실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노동관계법의 시행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을 감독하는
제도가 불가결한 요소임은 이론이 없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19년에 체결된 베르사이유
조약에서는 근로감독관 제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베르사이유 조약을 바탕으로 설립
된 ILO는 그 헌장에서 가입국에게 근로감독관 제도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ILO는 1923
년 제5회 ILO총회에서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령의 시행상 필요한 감독 제도에 관한 일반
원칙 권고(권고 제20호)｣를 채택하여 근로감독 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근로감독관의 직무
와 권한, 근로감독기관의 조직, 근로감독관의 자격 및 훈련, 감독기준과 방법 등 오늘날
근로감독 제도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1947년 ILO 총회에서는 ｢공업 및 상업
부문에서의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협약 제81호)3)과 “근로감독에 관한 권고(권고 제81호)｣
를 채택하여 근로조건 및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규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체
계의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다.4)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
정되면서부터 법적으로 근로감독관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그런데 근로감독이 노동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학적인 관점에서 근로감독관
1)
2)
3)
4)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80면 내지 85면 참조.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80면 참조.
우리나라는 1992년에 비준하였다.
노상헌, “근로감독관 제도의 재검토와 과제”, 노동법학, 제42호(2012. 6.),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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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근로감독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무엇인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확보의 충실성을 높
이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린 근로자들을 고려하면 근로감독의 합목적성을 강조하는 견해들에게 충
분히 동조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모든 국가작용은 합목적성과 합법성의 양 날개를
가지고 나는 새와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목적성만을 강조할 경우 반대편 당사자들의
절차적 기본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발생함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합목적성을 고양시
키는 여러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다른 한편으로 합법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고려도 비례
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근로감독의 합목적성 고양이 강조되는 현
시점은 근로감독의 합법성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근
로감독이라는 국가작용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 대상인 사용자의 절차적 권리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이 고
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근로감독이라는 국가작용은 그 본질상 행정작용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우리나라의 근로감독은 사법작용, 특히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서
의 기능과 위상만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법적 지위와 근로감독의
법적 성질을 혼동한 결과라고 추측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이라는 행정작용을 함과
동시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노동법 위반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능을 담당하는 이중
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전자의 지위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조건
확보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서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고, 후자는 검사의 지휘
를 받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다. 근로감독은
노동형사 사건과 달리 일반적․사전적인 행정작용으로서 자리매김하여야 하고, 형사처벌
은 신고사건을 위주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이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현행 근로감독 제도의 내용을 먼저 살피고, 근로감독의 법질서 전체에서 어
떠한 체계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를 고찰한 후, 근로감독의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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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감독 제도의 개관
1. 근로감독관 제도의 연혁
근로감독관 제도는 전 세계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
부터 근로감독관 제도를 두었고,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도 그 기본적인 내용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 근로감독의 중요성은 1960-7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노동관련 이슈들
이 제기되면서 증대되었다. 특히, 1975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감독의 관할범위가

16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감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수요도 늘어나게 되
었다. 더 나아가 1989년에 근로감독의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감
독업무는 우리 사회의 노동정의의 실현과 관련한 중요한 제도가 되었다.

2. 근로감독의 현황
2015년 기준으로 근로감독의 현황은, 사업장 수는 29,92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감독
6,128건, 수시감독 13,651건, 특별감독 13건이 진행되었다. 그 외에 노무관리지도 등은
9,892건이 진행되었다. 2015년 정기감독 대상은 상시적 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하였고, 수시감독은 지역 이슈 및 취약분야(청소년, 외국인 등)를 중심으로 지방청 주
관으로 실시하였고,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등의 사회적 이슈 사안에 대하여는 광역근로
감독을 통해 선제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다. 사업장 감독에서 적발된 주요 법위반 내
용은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21.0%, 근로시간․휴게․휴가 위반 9.9%, 금품체불 28.2%,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0.1% 등으로 나타났다.5)

3.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평가와 개선(합목적성 제고)방안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해서 법위반을 적발하여 법준수를 위
해 기여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나,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이 적발되더라도 사후 시정을 하
면 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반감된다고 한다. 또한 현재의 근로감독은 일회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계속적인 근로감독과 함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는 제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형식적 실적주의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현장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이 이루
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2016년판)｣,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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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임검을 하는 현행 방식을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불시에 근로감독을 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한다.6)

Ⅲ. 사업장 근로감독의 법질서 전체에서의 체계적 지위
- 행정작용인가, 사법작용인가 1. 근로기준법 규정을 통해 본 사업장 근로감독의 체계적 지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준수되도록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별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고 법정 최저기
준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5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7)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 생명, 건강과도
직결되는 면이 있어, 법 위반에 대한 사후적인 형사처벌이나 민사적 구제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의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감독 제도가 필요하다.8)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전문적인
행정기관에 의한 효율적인 행정감독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사업장 임검과 자료 요구 등 근로감독에 필요한 여러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도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일반경찰조직이 아닌 근
로감독관이 맡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목적에서 도입한 근로감독관 제도, 특히 사업장 근로감독 제도의 전체
법질서에서 위치하는 체계적 지위가 행정작용인지 사법작용(구체적으로는 형벌작용)인지
가 우리 법체계와 실무상 매우 불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은 그에
대한 법철학이 다르고 적용되는 법체계도 다르고, 거쳐야 하는 절차도 다르다. 따라서 근
로감독이 실제로 국가작용으로 어떠한 체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적법절차의 관점에
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실무상 근로감독은 그 체계적 지위에 대한 특별한 고민 없
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 근로기준법 체계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보더라도, 근로감독이 행정작용인지 사법작용인지를 알 수 없는 규정들이 많이 존재한다.
6) 김홍영, “영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 제도”, 성균관법학, 제25권 제4호, 2013, 579 내지
582면
7) 형벌은 근로기준법 제107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는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8)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Ⅲ, 박영사, 5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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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
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감독의 목적 내지 본질을 선언
한 규정인데, ‘근로조건의 확보’라고 규정하지 않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라고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확보해 주는 것이 근로감독의 목적 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근로감독의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이라고 명시한 것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전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일반적․구체적인 규정형식으로 존재하는 근로조건을 전체 근로자에게 확보
하여 준다는 의미로서 ‘기준’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근로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체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들에
게 적용되는 일반적․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개별적인 근로조건의 위반
이 있기 전에 사업장에 임검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이 기재된 장부와 서류 위주
로 조사하여 그러한 기준이 실제로 확보되었는지를 판단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
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에 따라 법 제102조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臨檢)9)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
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10)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으로
서 일종의 행정조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에서도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
여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중 근로감독은 본질적으로 행정조사의 일종이라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06조에서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사법작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감독의 원칙적
인 체계적 지위가 행정작용이라는 점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은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제1
항에서는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라는 표제 하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
9) 임검이란 현장에 가서 검사한다는 뜻이다. 근로감독관이 하는 임검은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지 점검할 목적으로 사업장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10) 심문은 사람을 찾아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진술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서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말하는 심문(審問)과는 구분되는 개념의 행정작용이다.
11)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Ⅲ, 박영사, 5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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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105조에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
담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근로감독관의 직무, 구체적으로는
근로감독이 행정작용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인 것을 전제로 하고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의문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제1항과 제105조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위에서 보았듯이 근로기준법 제102조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臨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
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행정조사로서 근로감독을 의미
한다. 그런데 제105조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
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이 수사의 일종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의 일종인 행
정조사라고 보고 있는 임검, 서류 제출, 심문 등을 수사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근로감독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이 근로감독이
행정작용인지 사법작용인지에 대해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근로감
독이 근로조건을 지키도록 지도하기 위한 사전적․행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사후적․사법적인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이다. 일반적으
로 근로감독은 사전적․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는 제도로 이
해되고 있다. 그런데, 문언해석상으로는 오히려 근로감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임검 등을
수사라고 규정한 것을 볼 때에, 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의 사법작용적인 측면에 방점을 두
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무적으로도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감독을 사전 예방을 목
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수사의 일종으로서 처벌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가는 사법작용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근로감독을 형사처벌에 초점을 맞춘 사법작용으로 규정하고 운용하
는 것은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라는 근로감독관의 존재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를 위해 사후적인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
조건의 기준 확보는 사후적인 처벌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사후적인 처벌을
받고도 사업주가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를 거부한다면, 행정기관인 근로감독관으로서는 더
이상 동원할 수단이 없다. 근로감독관들의 처벌 등은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변동시키지 못
한다. 자신이 소속된 사업주가 법위반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별 근로자들이 민사소
송을 제기해서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근로
감독 제도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본질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사전적․행정적인 감독을 통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기준을 자율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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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원칙적인 모습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지시를 통해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를 주는 것도 자율적인 시정이 근로조건 확보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이 고
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로감독을 사업작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임검 등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6조는 위헌조항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106조는 “제

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臨檢)이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
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고 있는데, 임검이나 심문 등을 수사로 해석하는 이상 이 조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조제2항에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06조가 위헌으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106조는 근로
감독관의 임검 등이 행정작용의 성격을 가질 때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견해
가 있다.12) 그러나 제105조가 임검 등을 수사의 일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법에서 인접한 위치에 있는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법적 성격이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으로 달라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
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무를 보면 임검 이후에 행정작용에서 그칠 것인지 사법작용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임검 당시에 결정되어 있지 않고 임검 이후 근로감독관 등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임검 당시에 그 임검이 행정작용인지 사법작용인지
를 가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통해 본 사업장 근로감독의 체계적 지위
사업장 근로감독이 행정작용인지 사법작용인지 혼동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만이 아니다. 근로감독의 실질적인 근거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동일하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노동부 장관 훈령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에서는 사업장 지도감독(제2장), 신고사건 처리(제3장), 사법경찰관의 직무(제4장), 일반행
정사무(제5장) 등의 근로감독관 담당업무의 처리요건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1조는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 근로
감독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
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
12)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Ⅲ, 박영사, 5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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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로 근로감독
을 사법작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는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법령의 제ㆍ개정, 사회적 요
구 등으로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
는 수시감독,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
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
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감
독이 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이러한 규정을 보면 특별감독은 아예 수사를 목
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또한,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근로감독이 사법작용
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독관은 사업장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정지시를 하고 이에 따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감독
을 한 경우, 최근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 근로조건 자율개선13) 지원을
받은 사용자가 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을 위반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즉시 범죄인지를 통해 처벌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시정 기회마
저 주어지지 않고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이 전제되지 않은 저인망식이고 망라적인 수사

(예를 들어 특별감독)를 통해 곧바로 처벌에 들어가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사업장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처리를 다른 장으로
규율하여, 사전적 행정적인 근로감독과 사후적 사법적인 신고사건 처리를 형식적으로는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감독의 일종인 특별감독의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시정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을 사
법작용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규정이 많다. 또한, 신고사건 중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실질
적으로 고소고발 사건과 같이 사법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만 천착하여 이를 행정
작용으로 취급하고 있는 등,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의 체계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3) 근로조건 자율점검(또는 자율개선)이란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위반사
항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집무규정 제25조). 실제로는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인 대한공인노무사회
등에 위탁하여 자율점검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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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론
이러한 근로감독의 정의에서 근로감독에서 사법처리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행정조사로부터 사법처리까지를 포괄하는 일련의 절차로 이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근로감독의 차이를
명확히 법문에서 가려서 규정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근로감독관의 업무는 사전적 예방을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 신고사건 처리, 법령질의 회
신, 인허가 및 승인, 취업규칙 심사, 노동동향 파악 및 기타 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 행위하는 것은 신고사건 처리이다. 그나마 신고사건
처리도 진정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일종의 민원으로 보고 행정사건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 행위하는 것은 진정을 거쳐 입건하는 경우
와 고소고발 사건이 신고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 그리고 근로감독을 통해 사용자가 법위
반 사실을 적발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불응하는 경
우에 불과하다.
진정사건을 입건되기 전까지는 행정작용으로 보는 것은 진정사건이 형사처벌 자체를 목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진정내용을 이행한다면 행정종결처리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감독도 마찬가지로 만약 시정지시에 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까
지 나아가지 않고 행정종결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 처음부터 형사처벌을 목
적으로 한다면 그러한 국가작용은 행정작용이 아니라 사법작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의 구별은 주체, 목적 등으로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주체의 측면
에서는 동일한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바, 국가작용의 목적이 중요한 구별기준이 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근로감독 과정에서의 근로감독관의 지위를 사법경찰관만으로
오해하고, 실제로 근로감독 과정에서 근로감독관도 사전적인 행정작용이 아니라 처벌을
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혼동과 착종(錯綜)에는 위와
같은 불명확한 규정도 한몫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의 착종은 양 국
가작용의 차이를 고려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조사와 사법작용으
로서 수사가 같은 작용일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행정조사인 근로감독이 지금과 같이 수
사절차처럼 운영을 하게 된다면, 수사절차에 적합하게 적법절차가 강조되어야 하고, 변호
인 조력권, 영장주의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행정작용으로서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의 사법작용을 엄격하게 불리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하고, 실무도 엄격하게 분리
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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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장 근로감독의 적법성 제고방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근로감독은 본질적으로 행정절차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형사
절차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사전적인 조치를 원칙으로 하는 근로
감독의 본질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사법작용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절차도 전혀 갖추
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근로감독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근로감독의 현실을 인정하여 형사절차로 구성하고 이를 전제로 형사법적인 적법절
차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방안과, 근로감독의 본질에 충실하게 행정절차로서 본질을 충실
하게 구현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1. 철저한 행정작용으로 구성하는 방안

(1) 특별근로감독을 근로감독에서 제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근로감독은 정기 또는 수시감독과는 달리 수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감독을 통해 적발된 경우 시정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한다. 그렇다
면 이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고 형사작용인 수사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
라서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행정작용으로 구성하려면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에서 제외
한다. 그리고 만약 특별근로감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지를 통해 처음
부터 수사를 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의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느 경우에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해진다는 실무적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결국에는 인지수사
를 하기에 추상적인 정보만이 있는 상황, 즉 수사가 개시될 만큼 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수사인)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하였다는 것을 자
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특별근로감독은 감독이지 수사가 아니라는 논리로 정당
화시켰지만, 특별근로감독은 문언상으로 그렇고 실무상으로도 그렇고 수사절차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특별감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에서 제외하고 수사에 적용하는 절
차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막연한 정보만 있을 뿐 인지의 명확한 근거가 없
는 경우에는 내사 등을 정보활동을 통해 인지의 대상이 될 만한 단서들을 찾아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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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호, 감독대상 서류의 법정화
행정에 있어서 조사활동, 즉 정보나 자료의 수집을 위한 활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광범
위하게 행해져 왔다. 행정주체가 여러 가지 결정을 행하기 전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수
집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정조사는 상대방의 신청서의 심사와
같은 수동적 형식으로 행해지는가 하면, 관계공무원에 의한 현장검증, 질문, 검사 등과 같
이 적극적이 활동을 통해 행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근래 행정조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 외에,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인 또는 사생활의 보호라
는 관점에서 행정조사의 요건 내지 절차가 재조명받고 있다.14) 이러한 관점은 행정조사의
일종인 근로감독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회
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개만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고, 그 공개과정에서 직간접적인 강제력이 동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로감독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법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일부 내용이 있으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모법의 근거가
전무하여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
무규정이 아니라 최소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영장주의 적용 여부와 임검 과정의 개선
근로감독을 사법작용으로 보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에는 당연히 영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영장주의는 근로감독을 행정작용으로 구성
하는 경우에도 논의가 될 수 있다.
행정작용으로서 근로감독은 행정조사라고 할 수 있고, 행정조사는 성질을 기준으로 할
때 권력적 행정조사와 비권력적 행정조사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근로감독은 전형적인 권력
적 행정조사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
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뜻하는 행정조사를
권력적 행정조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정조사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는 행정처분 등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보조
적․준비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와 달리 영장
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므로 원칙적으로 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영장주의
14)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Ⅰ(제14판), 법문사, 2010, 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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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긴급한 상황 아래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는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는 견해가 유력하다.15)
생각건대, 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에 영장주의 적용 여부를 논하는 것은 행정조사에서
사실상 조사를 위한 강제력이 사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
감독 과정, 특히 임검 과정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근로감독관이 하는 임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점검하고 감독할 목적으로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사
소송법상의 수색은 아니다.16) 그런데 실무적으로 임검이 사실상 수색처럼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다. 근로감독관이 감독 과정에서 임의제출을 하는 서류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서류를 찾거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안 가지고 오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오겠다는
식으로 말하여 서류를 가져오게 우회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영장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일응 타당한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행정작용으로 구성하는 이상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
은 체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다만, 근로감독 과정에서 이
루어지는 임검이 수색이 아닌 이상 사업주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쳐야 할 것이고, 사실상 수색처럼 임검하여 서
류제출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하는 경우에는 불처벌
근로감독을 행정작용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감독에서 법위반 사실을 적
발하는 경우 시정지시를 명하고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의 강제수단으로서 과태료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노동관계법상
형사처벌 사항으로 규정한 위법사항을 보고서도 이를 묵과한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입건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정의 기회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 시정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이 불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2. 현행과 같이 사법작용으로 구성하는 방안
근로감독이 실질적으로 수사로 인식되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적법절
15) 성낙인, 헌법학(제12판), 법문사, 2012, 492면.
16)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Ⅲ, 박영사, 5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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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점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
행정조사로서의 근로감독은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전부유보설
에 입각하지 않는 한, 언제나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처럼 사법작용으로서 근로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은 이에 대한 적법절차 구현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 훈령으로 근로감독의 요건,
절차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반되는 것으
로 평가될 소지가 다분하다.
모법의 위임 없이 절차 규정 등을 제정하고, 그 규정에 다양한 법률요건 등을 담는 것은
노동행정입법에서 드문 현상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동위원회 규칙이다. 현재 노동위
원회 절차는 대부분의 근거를 노동위원회 규칙에 두고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규칙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견해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법규성과 효력을 의심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노동위원회 절차가 노동위원회 규칙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현재의 상
황을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노동위원회 규칙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규명령
의 형식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법 질서 하에
서는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한 행정규칙에의 직접적인 위임이 존재하고 그 행정규칙에 국민
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법 현상에 대
해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요건과 기준 하에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
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바 있고17), 대법원도
일정한 경우 이러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적인 효력을 가지는 소
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18) 그러나 노동위원회 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다만 헌법 제75조, 제95
조, 제108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제6항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
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과 같이 법규명령의 형식이 헌법상
확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법규명령의 종류ㆍ발령 주체․위임범위ㆍ요건 등에 관한 명시
적인 규정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법률로써 그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
17) 헌재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결정 등.
18) 대표적인 예로서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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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더구나 그러한 법규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거나, 노동위원회 절차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절차규정의 대부분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9) 다만, 현실
적으로는 그 규정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노동위원회 규칙의 내용이 원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동위원회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포괄적인 근
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그러한 조항조차 없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단순히 근로감독관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규정이라기보다는 근로감독의 요건이나 근로감
독 결과의 처리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근로기준법령에 규
정하거나,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근거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20)

(2)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라고 한다.21) 위와 같이 수
사는 결국에는 범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절차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무제한한 재량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허용하
는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방치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사도 인정한 조건의 경우에만 시
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수사의 조건으로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논해
지고 있다. 수사의 필요성이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의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
적 혐의를 의미하며 객관적 혐의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
로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역시 자의에 의한 수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기관의 주관적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일 것을 요한다.22)
따라서 근로감독도 수사절차로 구성하는 이상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
19) 노동위원회와 유사하게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조세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심판원 등)의 경우, 대부분 법률에 일정 정도의 절차규정을 가지고 있다.
20) 이러한 적법성 제고방안은 근로감독을 행정작용으로 보는 경우에도 필요하나, 근로감독을 수사작용
으로 보는 경우에 더욱 긴절하다고 할 것이다.
21)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제11판), 박영사, 187면.
22)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제11판), 박영사,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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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23)

(3) 영장주의의 적용을 통한 우회적인 강제수사의 금지
수사의 방법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이를 임의수사
의 원칙이라고 한다. 임의수사란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즉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말하며,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강제수사
라고 한다. 그런데 강제처분의 의의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며 근래의 다수설인 실질설
에 의하면 강제처분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
을 말하여, 이러한 의미의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가 강제수사임에 반하여 상대방의 법익침
해를 수반하지 않는 수사를 임의수사라고 본다.24)
임의수사도 일종의 한계를 가진다. 특히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서 행할 것을
요한다.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하는 승낙
을 수사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남용의 위험이 수반된다. 수사기관과 직면한 사인에
대하여 참된 의미의 자유로운 의사가 보장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제수사에 대
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거나, 수사기관이 탈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승
낙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25)
근로감독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2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감독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자료를 임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자료제출을 간접적으로 강제하
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감독을 수사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위와 같은 행동
은 수사의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도, 피의자의

23)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특별근로감독은 모르겠지만 정기 또는 수시감독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현재와 같이 모든 근로감독을 사법작용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기 내지 수시감독은 행정작용으로, 특별근로감독은 사법작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이다.
24)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제11판), 박영사, 222면. 강제처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이 직
접간접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는 해석하는 형식설,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한계를 적법절차의 요청과 관련하여 구해야 한다
는 전제에서, 수사기관의 처분이 법공동체가 공융하고 있는 최저한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
가 있는 것인 때에는 강제처분이라고 해야 한다는 절차기준설 등이 있다.
25)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제11판), 박영사, 226면/
2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작용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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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강제하는 것이 되어 위헌적인 국가작용이 되는 것이다. 사용자의 자기방어권을 허
물어뜨리기 위해 영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강제처분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사이다. 따라서 근로감독을 나갔는데 사용자가 자료 제출을 거절하는 경우 근로
감독관 집무규정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처분을 하여야 한다.27)

Ⅴ. 결 론
1. 행정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양대 축으로 양자가 비교형량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
작용이 아닌 사법작용의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합법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
진다고 할 수 있다.

2. 과거에는 사업장 근로감독의 실질적 영향력을 고양시켜 합목적성을 높이는 것이 관
심사였고, 그마저도 몇몇 연구자에 의해서만 다루어졌다. 이는 근로감독의 근로조건 기준
확보 기능이 다소 약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례적으로 근로감독
의 합법성에 대해 연구할 모멘텀도 작았다고 할 수 있다.

3. 그런데 최근 새 정부에 의해 근로감독 강화가 강조되고 있고,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
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근로조건 기준의 충실한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감독 기능이 강화가 되는 것에 비례하여 근로감독의 적법
성 제고방안으로서 적법절차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4. 현행 사업장 근로감독은 문언상, 실질상 일종의 수사절차로 취급되고 있어 합법성에
대한 요구는 행정작용인 경우보다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다소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을 본질에 충실하게 행정작용으로 구성하면서 사법작용의 성질을 가지
는 요소를 제거하든지, 현행 상태를 존중하면서 더욱 엄격하게 형사절차 규정을 적용하든
지 하여야 한다.

5. 다만, 이는 근로감독 제도의 본질과 전체적인 구조에 관한 문제로서, 보다 근본적이
고 충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시론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27) 특히 특별감독처럼 처음부터 처벌을 전제로 들어오는 근로감독의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성
이 더욱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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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ystematic Status of Labor Supervision and the
Suggestions to Enhance its Legitimacy
Dong-Wook Kim
The new administration has put an emphasis on the labor supervision. That is, when
the authority tries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labor supervision, it must pursue to retain
its legitimacy at the same time.
In practice, labor supervision is considered not a mere administrative action, but as a
composition to include some criminal investigation features. Given such characteristics, it
is required to stress more on its legitimacy than regarding other types of administrative
actions. Nonetheless, the practice of labor supervision seems to leave much to be desired
in that it lacks in legal device to ensure the due process principle. In order to fix such
problem, labor supervision should be reformed to restore its nature as an administrative
action and should be kept away from investigative character. There are some concrete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success of such reformation. Firstly, the legislative grounds
for the Executive Regulation for Labor Inspectors should be established in Labor
Standards Law.Secondly, the special labor supervision, which is known as a criminal
investigation rather than an administrative action, should be removed from the contents
of labor supervision. Thirdly, some countermeasures should be made to protect the
information of the employers. For instance, the documents to be put under supervision
must be pre-specified. The inspection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to gratify due
process.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considered the last resort and employers should
be given sufficient chance to rectify the violations. It would be against the nature of labor
supervision as an administrative action to punish the employer without giving him/her
such chance for the self-rectification.
Keywords : labor supervision, administrative action, legitimacy, due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