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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논문 작성을 마친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만 보이고 마음 한편으로

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도 대학원 노동법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학계 연구

와 시각을 알게 되면서 12년간 검사로서만 근무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지와 앞으로

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 기쁩니다. 

12년간 검사로서 업무에 임하면서 관련된 당사자의 다양한 관점과 논리가 있고,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논리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자세, 역량과 능력을 더욱 더 갖추어야겠다는 각오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노동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저에게 애정과 진심 어린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오문완 지도교수님께 머리 숙여 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발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제 논문을 심사해주셨던 유영

일 교수님과 김유미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평생 갚지 못할 희생과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신 엄마,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

다. 엄마의 사력을 다한 헌신적인 사랑과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음 지으며 저를 보고 계실 아빠에게도 보고 싶다는 말

과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사랑 그 자체인 나의 두 

딸 이시원과 이시현아, 사랑한다. 엄마는 너희들이 전부고,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지 할 수 있고 이 지구 끝까지 달릴 수 있으니 마음껏 놀고 공부하며 생활하고 사

랑하며 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자 동반자인 이진우, 나의 인생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니 나의 곁에, 당신 곁에 우리 항상 건강하게 영원히 있어주길, 사랑,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미천한 저를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

랑한다는 말과 함께 이 작은 결과를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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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 검찰은 노사관계의 분쟁이나 문제에 대해서 노동형법 중심으로 입건된 

당사자의 기소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검찰이 노사관계 사건처리에 있어 그간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관련 통계, 

주요 사례 분석을 해보았다.

  우선 검찰에서 주로 처분 대상으로 삼는 노동사건 유형을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각 사건의 연도별, 죄명별 기소율, 불기소율을 비교하는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금 문제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노동사건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기소율과 불기소율은 검찰 전체 사건 처리율과 유사한 양

상(기소율이 불기소율보다는 낮음)을 보이면서도 구속률 및 구공판률이 과거에 비

해 높아진 것으로 보면 악성 상습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엄벌의지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에도 다른 노동사건과 달리 기소율이 상당히 높았다.

불기소율이 낮은 편인데 이는 단속활동으로 증거수집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검찰에서는 ‘산업안전 중점 검

찰청’ 운영, 근로자 사망 시 원칙적 구공판 등의 양형기준을 수립하는 적극적인 수

사 활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기조가 과거에 비해 보다 강화

되었다.

  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불기소율이 검찰 전체 사건 및 다른 노

동사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

건 수 및 수사사례가 현저히 적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다른 노동사건에 비

해 어려운 사건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그 원인이 분석된다. 그런데, 불기소율이 

높다는 것은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분쟁해결에 대해 검찰이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하

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향후 적극적이면서도 노사 균형 잡힌 해석을 통해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수사방향을 재검토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사건 처

리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효율성을 노동사건 처리의 지향점으로 삼아 전문검사, 

전문수사관, ‘노동 중점 검찰청’ 지정·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가 수사를 도맡아 종국

적인 분쟁까지 해결해줄 수 있는 수사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위원, 검찰수사심의위원, 검찰시민위원 등에 노사 당사자측의 

공정성이 담보된 자가 수사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야 한다. 검찰 내에서 작동되고 있는 형사조정위원 등 자체 분쟁해결 제도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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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용하면서 보다 특화된 전문위원을 투입하여 검찰이 노동사건에 있어서 공정하

고 신뢰받는 전문적인 분쟁해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어 : 검찰, 노동사건, 노동분쟁, 노동사건 처리현황, 노동사건 처리 개선방안, 

노동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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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검찰은 그간 노동사건의 형사적 처리 과정에서 수사, 기소 및 공소유지의 주재자

로 역할과 기능을 해왔다. 검찰은 노사관계에서 균형 있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근

로자의 불법파업 등 법질서 파괴행위를 엄단하면서도 안전하고 선진적인 일터가 조

성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하여 왔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검찰개혁’이 가장 큰 화두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있는데, 개혁방

안으로 ‘검찰 공안부가 담당하는 노동사건과 선거사건을 전문수사부로 넘기는 공안

부 기능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검찰은 검찰 업무의 본질은 형벌권 행사이기 때문에 침익적 행위로 인한 그 

대상자의 이의는 법적인 절차 내에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인 절차 외에서

의 대응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국

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함께 호흡하는 검찰권 행사를 원하는 시대적 요구에 답해야 

할 때이다. 이에 따라 노동사건을 처리할 때 항상 있어왔던, 특히 노동계측의 ‘검찰

이 사용자측에 기울어진 처분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비난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 외에서의 이의제기라 하더라도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실효적인 대

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노동권의 가지는 의미와 노동법의 입

법취지에 의할 때 노동사건의 처리에서 있어서 주목적은 근로자의 보호에 있기 때

문이다.

  본 논문은 과연 검찰은 노동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노동사건 수사 및 처리 과정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 실체진실을 밝히면서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마지

막으로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검찰권 행사 방안이라는 목표에 

다다르고자 한다.

  노동사건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검찰권 행사는 기존의 형벌권 행사 중심의 사건처

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 입법기관, 행정기관 분야의 여러 노동분쟁기

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관련 노동실무가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노동분쟁에 

있어 국가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자 한다. 또

한 검찰 자체 내 노동분쟁 해결기구를 도입하여 검찰이 전문적인 노동분쟁해결기관

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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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최근 10년간(2008년부터 2017년까지) 검찰에서 주로 다룬 노

동사건 범위 및 처리 현황과 더불어 과거에 비교하여 달라진 사건 처리 및 양형 기

준을 분석하고, 검찰에서 처리된 노동사건 중 크게 사회적으로 주목받거나 언론에 

보도된 주요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사건처리 현황과 사례 분석을 토대로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대상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의해 

검찰의 노동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이 무엇인지 죄명별로 확인하고 그 내용의 요지

까지 간략히 소개한다. 노동사건의 수사절차에 대해서도 검찰에서의 수사 및 처리 

절차 중심으로 확인한다. 

  다음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노동사건 처리 현황 분석을 통해 노동사건의 

구공판, 구약식,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비율을 연

도별, 죄명별로 과거와 달라진 처분 현황 및 내용 관련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언론

에 보도되거나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받은 주요 사례의 경우 해당 사건 판결문, 공

소장 및 보도자료 등에서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노동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성과와 미진한 부분 및 문제점을 확인하여 

향후 유지할 점과 개선할 점을 분석한다. 현재 검찰에서 작동되고 있는 분쟁해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사건 처리에 있어서 검찰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분쟁해

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각종 연구보고서 및 검찰과 법무부의 통계조사, 검찰의 

실무 자료와 언론보도내용, 인터넷 사이트의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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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현황

제1절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대상 

  1. 검찰 노동사건의 의미

  검찰의 노동사건은 노동분쟁 관련 형사사건을 의미하고 법률상 뚜렷한 개념규정

은 없다. 노동분쟁은 근로자 개인 내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내지 사용자 단체의 

분쟁과 근로자측과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 및 근로자단체 상호간, 근로자 개인 상호

간의 분쟁 일체를 포함한 것이다.

  노동분쟁은 내용에 따라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으로, 주체에 따라 개별적 분쟁과 

집단적 분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권리분쟁은 법령,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이미 규범화되어 있는 기존 권리의 적용

과 해석에 관한 분쟁을 의미하고, 이익분쟁은 노사간에 규범의 형성 또는 창설에 

관한 다툼으로 새로운 권리의 형성에 관한 분쟁을 의미한다.

  개별적 분쟁은 근로자 개인의 권익에 관한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을 의미하

고, 집단적 분쟁은 근로자 집단인 노조 및 그 상급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법률관계에서의 분쟁을 의미한다1).

  노동분쟁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절차에서 처리되는데, 민사소송으로는 

미지급임금청구,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이 있고, 행정소송으로는 노동위원

회의 구제신청에 관한 처분, 중재에 관한 재정이나 산재보험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있으며 형사소송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에 대한 검사의 기소로 제기된 소송이 있는데, 위 소송 대상이 되는 사건 일체

가 검찰의 노동사건이 된다.

2. 검찰 노동사건의 대상

  검찰은 노동사건의 대상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과 노동분쟁 과정에서 근로자

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경찰관 폭행, 불법시위, 무단 도로점거 등의 사건을 포함

한 것이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은 노동관계법 117개2)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규정된 16개 법률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1) 임종률,『노동법』제12판, 박영사, 2014. 12쪽.

2) 법제처 홈페이지(http://law.go.kr/)에서 법 분야별로 ‘노동’으로 분류되고 소관분서가 ‘고용노동부’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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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이다.3)

  형법 위반 사건은 근로자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 

등에서 나타난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 중 주로 처리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

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 벌칙 등 12장과 부칙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사

용인이나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

을 적용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107조 이하에서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강제금로의 금지(제7

조), 폭행의 금지(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제9조), 해고 등의 제한(23조), 취업방

해의 금지 위반 시(제4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

  금품청산(제36조), 임금지급(제43조), 도급사업자 임금지급(제44조의2), 휴업수

당(제4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제56조) 등 관련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다.(제109조) 다만, 금품청산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제109조 제2항)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위 16개의 법률 위반 사건에 관하여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

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

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에 한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

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 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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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제정된 법이다.

  최저임금법은 총칙,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보칙, 벌칙 등 6

장 제31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과정에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종래 지급되었던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미지급한 경우 최저임

금법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되어 기소된다.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총칙,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모

성보호, 일․가정의 양립지원, 분쟁의 예방과 해결, 보칙, 벌칙, 부칙 등 제6장 제39

조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

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7조 제1항)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또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의 제2항)

  라.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

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

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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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은 총칙,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임금채권보장기금, 보칙, 벌칙, 부

칙 등 제5장 제30조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

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3조의2 제6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조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위해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목록 제출명령에 따른 재산목록

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8조)

  마.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

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총칙,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 예방조

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보칙, 벌

칙, 부칙 등 제9장 제72조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6조의2) 그러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업자의 안전조치(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보건조치(제24조 제1항), 작업중지

(제26조 제1항), 유해작업 도급금지(제28조 제1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제33조 제1항),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제38

조의4 제1항) 등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

  안전인증(제34조의4 제1항),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

의 금지 등(제34조의4 제1항),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7조의2)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8조)

단순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건은 노동청의 수시 단속 등으로 다양하게 입건

되어 송치되고 단속 사실에 대한 증거가 현장에서 채증되고 혐의 사실도 명백한 경

우가 대부분으로 사건 송치 시 신속히 기소가 이루어지는 편이다.

반면 근로자 사망 사건은 중대재해에 해당하여 노동청이 검찰에 중대재해 발생보

고를 한 후 수사지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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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경찰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두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으로 수사하는 

등 이원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사건 발생 시부터 검찰에 송치되어 사건 처분 시까

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근로자 다수가 사망한 주요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피의자 입건 범위, 신병처

리 등 여러 쟁점이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일반적

인 중대재해 사건에서도 여러 쟁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다.

  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

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

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총칙, 진폐의 예방, 건강관

리, 진폐근로자 보호 사법 등, 보칙, 벌칙, 부칙 등 제6장 37조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제24조의3 제6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32조의3), 채용 시, 정기 및 임시 건강진단을 실

시하지 아니하거나, 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작업전환조치 등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3조)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및 작업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조)

  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자주성 및 집단 민주성

을 확대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기반을 정비하며 노동쟁의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노사간의 자율성과 대등성에 기초한 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총칙,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보칙, 벌칙 등 전문 8장 9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

다.

쟁의행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

성 없는 쟁의행위(제41조 제1항, 제91조 제1호),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

(제45조 제2항), 중재기간 중의 쟁의행위(제63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제77

조),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제41조 제2항, 5년 이하),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제37조 제2항), 업무방해 쟁의행위 및 폭행·협박에 의한 쟁의행위 

참가 호소행위(제38조 제1항), 폭력, 파괴행위,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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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 등에 의한 쟁의행위(제42조 제1항), 노동부장관의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정

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쟁의행위 중지명령 위반행위(제

42조 제3항),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관철 목적의 쟁의행위(제44조 제2

항), 쟁의행위기간 중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조업중단행위(제38조 제2항), 사용자의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 및 대체 

제한, 도급·하도급 금지 위반행위(제43조), 사용자의 쟁의행위 개시 전 직장폐쇄 행

위(제46조 제1항) 등을 위반 시 처벌한다.(제90조, 제91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1조, 제90조)

  사용자의 금지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조직·가입,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

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

할 것 또는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다만 근로자의 2/3이상을 대표하는 노조의 경우는 가능), 정당

한 이유 없는 단체협약 체결이나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행위 

등,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신

고나 증언, 행정관청에 증거제출 행위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

정되었다.

  그 외 재심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 도과로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된 구제명령 위반행위(제85조 제3항), 확정된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 위반행위(제

69조 제4항), 임의설립단체의「노동조합」명칭 사용 행위(제7조 제3항),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된 노동조합의 규약과 결의, 처분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제21조 제1항, 제2항),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

령 위반행위(제31조 제3항), 단체협약위반행위(92조 제1호, 제31조 제1항) 등에 

대해서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

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목적, 정의, 정치활동 금지, 노

동조합 설립 및 운영, 쟁의행위,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구성, 다른 법률과의 관

계, 벌칙 및 부칙 등 15조로 구성되어 있다.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爭

議行爲)를 한 경우(제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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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항)

  중재재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12조 제3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5조 제2항)

  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총칙, 협의회의 구성, 운영, 임무, 고충처

리, 보칙, 벌칙, 부칙 등 제7장, 제33조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제4조 제1항),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4조), 중재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5조 제2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

22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고(제31조),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

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2조)

  차.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된 법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총칙, 공공근로복지, 기업근로복지, 근로복지진흥기금, 보칙, 벌

칙, 부칙 등 제6장, 제99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제42조의2)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96조), 기금법인 운영 등 관련 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7조)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

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 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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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총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공제사

업, 보칙, 벌칙, 부칙 등 제5장 제26조로 구성되어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나 거짓 보고나 거

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항 벌금에 처한다.(제24조)

  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총칙,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파견근로자

의 근로조건 등, 보칙, 벌칙, 부칙 등 제5장 제46조로 구성되어 있다.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42조), 근로자 파견대

상업무 규정(제5조 제5항)에 위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43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규정(제21조 제3항)에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3조의2) 파견사업 허가 

취소(제12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위반, 파견 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4조)

  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다.

  이 법은 총칙,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의 수행, 사용자 

및 정부 등의 책무와 감독, 보직, 벌칙 등 9장 4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31조), 

하나의 사업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 설정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제32조)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 및 종류 변경과 관련하여 근

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3조)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금품청산의무와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에 동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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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목적, 정의,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 정치활동금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교섭 권한 및 절차, 단체협약

의 효력, 쟁의행위의 금지, 조정신청 등, 중재의 개시 등,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

횐 구성, 회의의 운영, 종재재정의 확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벌칙, 부칙 등 총 

제18조로 구성되어 있다.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조, 제18조)

  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총칙,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

자,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보칙, 벌칙, 부칙 등 제6장 제24조로 구성되어 있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제16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1조),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1항, 제22조)

  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

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총칙,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 정년, 보칙, 부칙 

등 제5장, 제24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

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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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우를 한 경우(제4조의9)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제23조의3)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제4조의4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조의3)

  

  댜.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

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노동위원회법은 총칙, 조직, 회의, 권한, 보칙, 벌칙, 부칙 등 제6장, 제33조의 

제37조에서는 고용 및 근무관계에서 남녀를 차별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비밀엄수의무(제28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고(제30조),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관련된 의무사항(제23조 제1항)에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조)

  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

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

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총칙,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

례, 근로복지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보칙, 벌칙, 부칙 등 제8장, 제

129조로 구성되어 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 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7조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사용자가 보험급여를 청

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

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7조 제2항). 임직

원의 겸직 제한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7조 제3항)

  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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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고용보험법은 총칙, 피보험자의 관리,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

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기금, 심사 및 재심사청구, 보칙, 벌칙, 부칙 등 제9장, 제

118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제116조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6조 제2항)

제2절 노동사건 처리 절차 및 기준

  1. 사건 처리 절차

  가. 수사단서 및 수사기관

  검찰의 노동사건 수사단서는 인지, 고소․고발로 다른 사건의 수사단서와 동일하

다. 검찰의 노동사건 대부분은 노동청에서 진정 등 민원접수, 고소․고발 접수된 사

건이 노동청에서 수사 후 송치되는 사건이다.

  사용자로부터 퇴직 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문서ㆍ구두ㆍ전화ㆍ우

편ㆍ기타의 방법으로 노동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하게 되면, 노

동청에서는 민원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금품정산으로 민원인의 권리 구제 시 사건

을 종결하나 사용자가 시정지시 불응 시 범죄인지하여 범죄사건으로 전환하고 형사

소송법에 따라 사용자를 수사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근로자가 고소ㆍ고발

장으로 검찰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 바로 범죄사건으로 접수하고 직접 수사를 하거

나 노동청에 수사지휘로 사건을 보내 노동청에서 수사 후 검사 지휘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 후 처리한다.

  그 외에 노동청과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는 내사, 진정사건 수사 절차를 통해 수사개시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수사 대상

자를 피의자로 입건 후 처리한다.  

  노동사건의 수사관서는 검사, 노동청, 경찰이다.

  노동관계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검사와 근로감독관에게만 전속적 수사권을 부여

(근로기준법 제105조)하고 있고 일반사법경찰은 수사권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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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4)에 관하여 수사권이 있고, 불법쟁의행위와 관련한 업

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사건은 검사와 일반사

법경찰만이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5), 제42조6)

의 폭력행위 등은 근로감독관도 수사가 가능하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

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하고, 노동청에서는 검찰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며 경찰에서는 변사사건 

발생보고를 한다.

  이후 경찰에서는 근로자 사망의 원인이 사업주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수사하여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업

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노동청에서는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을 

수사하여 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입건‧송치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사고

원인이 동일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위반은 대부분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이 되므로 통일적인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동일한 피의자에 대하여 근로자 사

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상상적 경합관

계7)로 처리한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피의자 입건 범위와 혐의유무 판단에 있

어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 수사 및 재판 절차

  (1)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청과 경찰에서 수사가 완료 

후 각 송치 의견(기소, 불기소)을 내고 그 의견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중요 

사건은 수사지휘 단계부터 노동청 내지 경찰이 검찰과의 의견 협의 후 송치 전에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다. 사건 송치 후에는 검찰청의 노동사건 전담 부서(지검의 

경우 공안부, 지청인 경우 공안 전담을 하고 있는 형사부)에 배당되어 검찰 수사 

4)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구체적 범위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 훈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

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임금채권보장법․산업안전보건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사내근로복지기금법·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포함된다.

5)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

로 행하여지는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의 폭행·협박 등(제38조 제1항, 제

89조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하여지는 쟁의행위(제42조 제1항, 제89조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등(제42조 제

2항, 제91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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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고,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 등 사건의 종국

처분을 하게 된다. 

  (2) 송치 후 처분 전에 검사는 피의자 및 피해자(고소인) 의사를 확인하거나 직

권으로 노동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형사조정 회부와 동시에 형사사건

에 대하여 형사조정 회부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한다.8)

검찰은 2013. 6. 3.부터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임금체불 사건 처리 절차 및 양형기준 개선｣

을 시행하면서 임금체불 사건에 있어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구약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및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변제 의사 

및 합의의사 등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형사조정 회부 실적｣을  통계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검찰의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형사조정 현황 (2011년∼2016년)

(단위 :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의뢰 2,810 2,981 3,945 5,191 6,697 7,733

성립/
처리

1,383/2,716 1,549/2,894 1,767/3,823 2,201/5,108 2,850/6,577 2,653/6,092

자료 : 대검찰청,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 시행’(2017. 1. 9.)

  검찰은 종래「 사건 접수 → 노동청 조사 → 검찰 송치 → 형사조정 」등 4단계로 

이루어지던 process를 사건 접수 즉시 형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 구

제 도모하는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를 도입하였다.9) 사건 접수 초기부터 형사조

정에 적합한 사건을 분류하여 검찰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직접 대면하게 하여 

형사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체불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한 것이

다.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조정을 담당하는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형사조정 사건을 

분류하여 검찰청에 조정을 의뢰한다. 그 주요 대상은 ① 임금채권 범위에 별다른 다

툼이 없고, 양 당사자가 사전 조정을 원하는 사건, ② 소액 임금체불 사건 위주로 

한다.

  검사의 조정회부 지휘를 거쳐 검찰청은 형사조정을 실시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

는 경우 노동청은 사건을 종결하고(공소권 없음), 불성립되는 경우 노동청은 관련

8) 형사조정 실무운용 개정 지침(대검예규 제895호)

9) 대검찰청 2017년 3월 실무속보(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에 의거하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하는 검찰 자료집, 주로 검찰 수사사례, 주요 업무참고자료 등을 기재함), 2017. 3. 31. 69~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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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환 조사에 착수한다.10)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노동청에서 중대재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업

주 등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이 확인되면 관할 검찰청에 입건 지휘를 건의

하고, 경찰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검사는 

경찰과 노동청을 동시에 지휘하고, 회의‧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의 수사 상황을 공유

하면서 공조수사를 하도록 지휘한다.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가 있으면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공조수사 지휘도 가능한다.11)

  

  (4) 사건 송치 후 검사는 피의자 조사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구공

판, 구약식을 하고, 구약식의 경우(벌금형 약식명령 청구) 해당 피고인이 정식재판

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그 사건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피고

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이거나 검사가 구공판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다.

  법원은 노동, 산업재해사건 전담재판부를 두는 경우가 있으면 그 해당 사건을 해

당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재판부에 배당하여 통상의 

사건과 같이 재판한다.

  2. 사건 처리 기준

  (1)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는 체불액수, 입건자의 과거 전과 등을 참고하여 구

공판 및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3년간 전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중 구약식 비율은 36~38%대임에 비하

여, 구공판 비율은 4%대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사건 송치 전 임금 청산을 조력하는 사전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형사조정 

불성립시 구공판 확대를 통해 공판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전력 2회 이상이고 ② 동종전력으로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구공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건 체불액이 1,000

만원 미만이고 체불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으면 구약식이 가능하다. 구공판 원칙 기

준에 해당하고 당해 사건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

10) 서울중앙지검 , 부산지검 등 2개 검찰청을 지정하여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종래 약 50일(2016년 노동청 신고 

사건 평균처리 일수 48.08일에 검찰 송치 및 사건 배당기간을 감안한 일수)이 지나야 형사조정에 회부가 가능

하던 기존 관행을 탈피하여 사건 접수 즉시 형사조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Fast Track’을 마련한 것임.

1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2014. 10. 27. 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131호)

제35조(수사공조) 감독관은 재해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있으면 수사 및 송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법령 위반의 

죄가 ｢형법｣등 다른 법 위반죄와 병합되어 공소가 제기되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가 있으면 집무규정 제50조

를 준용하여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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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안으로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동종전

력이 없더라도 구속 수사 기준으로 삼는다.(다만, 경영악화로 동일 기간 체불임에도 

근로자별로 분리 송치됨에 따라 동종전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범행 전력을 1회로 간

주한다.)

  이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는 “세번 체불하면 재판 받는다”라는 원칙을 확립하여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구공판 

및 구속수사 범위 확대 등 기존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습적‧악의적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엄벌하는 기조를 확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처우(소위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아르바

이트생․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삼진아웃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구공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월

적 지위를 악용하는 임금체불의 경우 구형에 있어서도 가중요소로 취급한다. 

  고용관계로 인해 폭력에 제대로 대응이 곤란한 소속 근로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이른바 사용자의 갑질 폭행행위에 대해서도 구형에 있어 

가중요소로 취급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사망자, 상해정도 등을 기준으로 중대재해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를 규정하면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

우 원칙적 구공판이고 중대재해인 경우는 신병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12)

  보통 산업재해 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이 되는 사례가 적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

구 사례가 많지 않으나, 수사결과 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중한 경

우에는 적극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검토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사망 여부, 사

망자 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귀책사유, 합의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신병처리

를 결정하고 있다.

  안전조치 혹은 보건조치 위반의 결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동일 피의자에 대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과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

고,13) 사고원인과 피의자가 공통되므로 가급적 두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적정

1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구속영장신청 기준

1.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함) 제26조에 따른 작

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안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건설업의 경우 2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 산안법 제34조의4 제2항, 제43조 제2항, 제49조의2 제3항

나. 산안법 제38조 제4~5항, 제48조 제4항, 제51조 제6~7항

4. 산안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된 직업병에 이환(진폐, 소음성난청 제외)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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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처리이다. 그러나 공조수사를 하지 않아 경찰과 노동청이 반드시 동시에 사

건을 송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 두 사건의 송치 여부 등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처

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검사는 경찰과 노동청에 직접 확인하여 진행상황을 파

악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경찰, 노동청을 동시에 지휘하여 

신병지휘 건의, 사건 송치가 가급적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함께 처리한다.

  만일 두 사건 중 어느 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소가 되었다면 나머지 사건은 공소

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되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에 나머지 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한다.

  안전조치 혹은 보건조치 위반의 결과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수사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발생보고

가 이루어지는 사건 외에는 노동청의 보고 절차가 없고, 경찰에서도 업무상과실치

상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재해자의 고소‧고발이 수사의 단서이다. 사망이 

아닌 상해의 결과만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죄

수 관계가 판례상 쟁점이 된 사례를 찾기는 어려우나 통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이 업무상과실의 내용이 되는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여 처벌하고 있다.14)

  안전조치 혹은 보건조치 위반의 결과로 근로자가 사상의 결과가 없는 경우 업무

상과실치사상이 문제될 수 없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의율한다. 폭발이나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해 노동청에서 입건하는 경우도 

있으나, 노동청의 정기‧수시 단속으로 입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감독관의 

법률적용의 적정성,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증거의 확보 여부, 조치의무 위반의 정

도, 행위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처리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은 수사로 인한 노사분규 악화·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수사권 발동 시기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예

방 차원에서 교섭의 진행경과와 진행내용, 실질적인 교섭 여부, 쟁의조정 신청 및 

조정 내용, 쟁의결의 경위, 파업상황 등을 파악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4) 그 외 노동분쟁 과정에서 근로자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경찰관 폭행, 불

법시위, 무단 도로점거 등의 근로자의 불법적인 집단사건 등의 경우 동종전력 여부, 

피해규모, 행위자의 직책․역할 등으로 구속 및 구공판 여부를 결정한다.

1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면소판결을 선고).

14)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를 의율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함께 기소

한 사안에서 조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그 위반 내용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단순 조치의무 위반(법 제67조 제1항)과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관계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

치사죄를 이유 무죄로 판단한 하급심 사례가 있음(서울북부지법 2014. 2. 18. 선고 2013고정805 판결). 다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모두 인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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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노조에서 불법파업 및 붑법집단행동을 예고할 경우 이에 대비하여 노동

청, 경찰과 함께 각 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 기조를 확립하는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는 등의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15)

제3절 노동사건 처리 현황

  이 절에서는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현황을 정리하였다. 활용한 자료는 검찰통계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노동사건 처리 현황 산출자료이다. 검찰통계시스템은 죄명별

로 통계가 산출되고 피의자의 신분, 직업에 따라서는 통계가 산출될 수 없는 시스

템으로 근로자의 불법파업행위 등에 의한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 노동관계법 위

반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기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무방해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통계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고, 그 수치

도 그리 크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통계시스템으로 정확히 산출되는 노동관계법 위

반 사건 중심으로 통계를 분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검찰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결과를 연도별, 

죄명별로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편의상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률은 ‘근로자참여법’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평법’

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법’으로 표기한다.) 

  이들 표의 출처는 대검찰청 공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대검찰청 통계시스템

에서 산출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노동관계법위반 사건 관련 통계를 정리한 

표이다.(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업무현황 중 

노동사건 업무처리 현황표이기도 함)

15) "울산지방검찰청, 민노총 2차 총파업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언론보도, 201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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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현황 

  가. 2008년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처분현황
(단위 : 명)

          현황  

죄명구분
입건

처  분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속)
구약식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기소중지 

등 

합계 53,904
1,076

(5)
22,020 2,162 1,687 18,230 7,540

근로기준법 52,597
1,036

(4)
21,846 1,475 1,518 18,071 7.521

근로자참여법 18 0 3 10 2 3 0

고평법 12 0 4 4 2 2 0

노조법 1,111
32

(1)
97 647 115 146 14

최저임금법 166 4 70 26 50 8 5

  나. 2009년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처분현황
(단위 : 명)

          현황  

죄명구분
입건

처  분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속)
구약식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기소중지 

등 

합계 62,261
1,547

(5)
26,083 2,190 1,746 21,362 7,977

근로기준법 60,868
1,530

(5)
25,904 1,500 1,599 21,127 7,915

근로자참여법 11 0 1 5 3 2 0

고평법 16 0 0 8 2 5 0

노조법 1,158 13 96 644 70 217 55

최저임금법 208 4 82 33 72 8 7



- 21 -

  다. 2010년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처분현황

(단위 : 명)

          현황  

죄명구분
입건

처  분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속)
구약식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기소중지 

등 

합계 55,277
1,794

(14)
22,721 2,026 1,600 18,336 7,367

근로기준법 53,947
1,755

(14)
22,561 1,387 1,437 18,141 7,353

근로자참여법 31 0 6 10 9 6 0

고평법 17 0 1 6 0 9 0

노조법 1,047 21 73 589 80 169 7

최저임금법 235 4 80 34 74 11 7

  라. 2011년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처분현황

(단위 : 명)

          현황  

죄명구분
입건

처  분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속)
구약식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기소중지 

등 

합계 51,093
1,635

(13)
20,589 1,867 1,523 16,193 7,641

근로기준법 49,718
1,623

(13)
20,417 1,243 1,353 15,958 7,628

근로자참여법 20 0 5 9 2 2 0

고평법 25 0 6 13 1 5 0

노조법 1,069 4 70 554 82 220 9

최저임금법 261 8 91 48 8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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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012년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처분현황

(단위 : 명)

          현황  

죄명구분
입건

처  분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속)
구약식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기소중지 

등 

합계 56,555
1,689

(19)
22,755 2,354 1,552 16,846 9,667

근로기준법 54,350
1,662

(19)
22,530 1,541 1,426 16,171 9,627

근로자참여법 31 0 4 7 8 7 0

고평법 11 1 2 6 0 2 0

노조법 1,940 18 136 767 65 643 28

최저임금법 223 8 83 33 53 23 12

  바. 2013년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처분현황

(단위 : 명)

          현황  

죄명구분
입건

처  분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속)
구약식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기소중지 

등 

합계 58,590
1,934

(15)
22,233 2,071 1,539 16,314 12,392

근로기준법 56,605
1,892

(14)
22,038 1,440 1,395 15,706 12,332

근로자참여법 20 0 2 5 3 3 5

고평법 27 0 7 10 0 9 0

노조법 1,456 35 90 572 59 499 31

최저임금법 482 7 96 44 82 9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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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2014년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처분현황

(단위 : 명)

          현황  

죄명구분
입건

처  분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속)
구약식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기소중지 

등 

합계 58,590
1,934

(15)
22,233 2,071 1,539 16,314 12,392

근로기준법 56,605
1,892

(14)
22,038 1,440 1,395 15,706 12,332

근로자참여법 20 0 2 5 3 3 5

고평법 27 0 7 10 0 9 0

노조법 1,456 35 90 572 59 499 31

최저임금법 482 7 96 44 82 97 24

  아. 2015년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처분현황

(단위 : 명)

          현황  

죄명구분
입건

처  분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속)
구약식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기소중지 

등 

합계 59,161
2,330

(20)
21,278 2,458 1,882 15,735 14,061

근로기준법 57,285
2,287

(20)
21,032 1,727 1,708 15,329 13,946

근로자참여법 24 0 2 16 3 3 0

고평법 57 0 8 17 1 26 2

노조법 1,355 32 101 646 64 345 52

최저임금법 440 11 135 52 106 3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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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16년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처분현황

(단위 : 명)

          현황  

죄명구분
입건

처  분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속)
구약식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기소중지 

등 

합계 61,212
2,617

(26)
21,502 2,345 2,147 15,592 15,295

근로기준법 59,405
2,594

(24)
21,238 1,730 1,968 15,225 15,216

근로자참여법 32 0 4 7 4 10 0

고평법 52 1 7 12 2 19 2

노조법 1,246 8 106 512 50 305 16

최저임금법 477 14 147 84 123 33 61

  차. 2017년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처분현황

(단위 : 명)

          현황  

죄명구분
입건

처  분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속)
구약식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기소중지 

등 

합계 61,512
3,044

(36)
19,132 2,568 2,635 15,659 16,437

근로기준법 59,446
2,989

(36)
18,902 1,865 2,420 15,165 16,279

근로자참여법 27 0 7 11 0 2 0

고평법 55 0 6 25 2 15 3

노조법 1,423 45 76 617 69 374 58

최저임금법 561 10 141 50 144 105 97

카. 종합

  지난 10년 동안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의 처리 현황을 보면 2009년 이후 사건

이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 계속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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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사건의 구속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검찰의 전체 노동사건 중 95% 이상

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임이 확인된다.

  2. 연도별 기소율 및 불기소율 비교

  지난 10년 동안의 기소율/불기소율을 비교한 표는 아래에 기재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기소율보다는 불기소율이 높은 편이고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

고, 기소율 중에는 구약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구공판 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구약식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불기소율 중 공소권 없음 등으로 인한 불기소율

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기소중지 등의 불기소율이 10% 이상 높아졌다.16)

  불기소 사유로는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기

소유예,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다. 기소중지 등은 중간처분

으로서 불기소처분과는 다르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불기소처분 

사유에 포함시켰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중 금품청산의무위반 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송치 전 

후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각하 등 불기소 의견으로 송

치되어 처분된 사건이 불기소 처분 사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처분

연도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속)
구약식 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2008
2.1

(0.0095)
41.7 43.8 4.1 3.2 14.3 34.6 56.2

2009
2.5

(0.0082)
42.8 45.3 3.6 2.8 13 35.2 54.6

2010
3.1

(0.026)
42.2 45.3 3.7 3 13.6 34.1 54.4

2011
3.4

(0.026)
41.6 45 3.7 3 15.4 32.9 55

2012
3.1

(0.034)
41.4 44.5 4.3 2.8 17.6 30.7 55.4

2013
3.4

(0.026)
39.3 42.7 3.6 2.7 21.9 29 57.2

2014
3.4

(0.026)
39.3 42.7 3.6 2.7 21.9 29 57.2

2015
1.1

(0.034)
36.8 40.8 4.2 3.2 24.3 27.4 59.1

2016
4.4

(0.043)
36.1 40.5 3.9 3.6 25.7 26.2 59.4

2017
5.1

(0.060)
32.1 37.2 4.3 4.4 27.6 26.4 62.7

평균 3.16 39.33 42.49 3.9 3.14 19.53 30.55 57.12

16) 검사의 바람직한 업무처리는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로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기소 및 불기소 등 종국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 중간 처분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경계할 필요

가 있고 되도록 적극적인 수사로 최종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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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죄명별 노동관계법 위반사범 처리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처분

연도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속)
구약식 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2008
2

(0.007)
42.4 44.4 2.8 2.9 14.6 35.2 55.5

2009
2.6

(0.008)
43.4 46 2.5 2.6 13.2 35.7 54

2010
3.4

(0.026)
42.8 46.2 2.6 2.7 13.9 34.5 53.7

2011
3.4

(0.027)
42.3 45.7 2.5 2.8 15.8 33.2 54.3

2012
3.1

(0.035)
42.5 45.6 2.9 2.7 18.1 30.6 54.3

2013
3.4

(0.025)
40.2 43.6 2.6 2.5 22.5 28.7 56.3

2014
3.4

(0.025)
40.2 43.6 2.6 2.5 22.5 28.7 56.3

2015
4.1

(0.035)
37.5 41.6 3 3 24.8 27.5 58.3

2016
4.5

(0.04)
36.6 41.1 2.9 3.4 26.2 26.3 58.8

2017
5.1

(0.062)
32.8 37.9 3.2 4.2 28 26.6 62

평균 3.5 40.07 43.57 3.05 2.93 19.96 30.7 56.4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노동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있어 전체 노동사건 처리 

현황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처리 

현황은 전체 노동사건 처리 현황과 유사하게 기소율보다는 불기소율이 높은 편이

고,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으며 기소율 중에는 전체적으로 구약식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구공판률은 증가하고 구약식률이 감소하였으며 불기소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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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합의로 인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인한 불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고 기소중지 등의 불기소율이 10% 이상 높아졌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처분

연도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속)
구약식 기소 무혐의

기소유

예

기소중

지 등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2008
3

(0.095)
9.2 12.2 61.5 10.9 1.3 14.1 87.8

2009
1.2

(0)
8.7 9.9 58.6 6.3 5 20.2 90.1

2010 2.3 7.7 10 62.7 8.5 0.7 18.1 90

2011 0.4 7.4 7.8 58.9 8.7 0.9 23.7 92.2

2012 1.1 8.2 9.3 46.2 3.9 1.6 39 90.7

2013 2.7 7 9.7 44.4 4.5 2.4 39 90.3

2014 2.7 7 9.7 44.4 4.5 2.4 39 90.3

2015 2.6 8.1 10.7 52 5.1 4.2 28 89.3

2016
0.8

(00.1)
10.6 11.4 51.3 5 1.6 30.7 88.6

2017 3.6 6.1 9.7 49.7 5.5 4.6 30.5 90.3

평균 2.04 8 10.04 52.97 6.29 2.47 28.23 89.96

  전체적으로 불기소율이 기소율보다 9배 정도 높고 구약식 비율이 구공판 비율보

다는 높다. 불기소율 중 무혐의 비중이 전체 불기소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 공소권 없음 등, 기소유예 및 기소중지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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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분

연도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속)
구약식 기소 무혐의

기소

유예

기소중

지 등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2008 4.2 70.6 74.8 12.9 7.5 0.6 4.2 25.2

2009
4.9

(0.08)
60.1 65 17 11.2 0.9 5.9 35

2010 3.1 60.2 63.3 15.7 15.1 0.7 5.2 36.7

2011 2.7 61.5 64.2 15 12.4 1.6 6.8 35.8

2012 2.1 75.5 77.6 6 11.6 1 3.8 22.4

2013
2.4

(0.03)
75.2 77.6 5.3 10.5 2.2 4.4 22.4

2014 4.1 73.5 77.6 6.9 6.5 3.1 5.9 22.4

2015
5.5

(0.04)
71.1 76.6 7.8 6 2.5 7.1 23.4

2016
4.1

(0.01)
80.9 85 3.9 4.4 3.1 3.6 15

2017 4.5 78 82.5 4.6 6.5 2.8 3.6 17.5

평균 3.76 70.66 74.42 9.51 9.17 1.85 5.05 25.58

  전체적으로 기소율이 불기소율보다 3배 정도 높았고, 기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

는 반면 불기소율은 감소하고 있다. 기소율 중에는 구약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구약식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기소율은 무혐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기

소유예 비율이 무혐의 비율보다 높은 때도 있었고 기소중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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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찰 전체사건 처리율17)

                처분

연도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기소율

2007 6.1 41.6 47.7 48

2008 6.0 42 48 47.6

2009 6.1 36.3 42.4 52.4

2010 6.6 35.6 42.2 52.2

2011 8.07 32.5 40.57 53.2

2012 8.4 30.4 38.8 54.3

2013 7.6 30.4 38 54.2

2014 8.0 28.6 36.6 56.6

2015 7.5 26.6 34.1 58.5

2016 8.1 26.5 34.6 56.5

평균 7.2 33.05 40.25 53.35

검찰의 전체사건 처리율은 불기소율이 기소율보다는 10% 이상 높고, 기소율 중

에서도 구공판율은 점차 증가하고 구약식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17)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검찰연감 통계자료 참조, 검찰 전체사건의 기소율과 불기소율 합계가 100%가 되지 않

은 이유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과 달리 소년, 가정폭력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하게 될 경우 별도의 사건처리 형태로 통계를 잡고 있으나 본 통계에서는 소년․가정보호사건 송치 관련 

통계는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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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1) 노동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전체 노동사건 중 95% 이상을 차지하

고 있었고, 그 다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

반, 최저임금법 위반 순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2) 노동사건의 최근 10년간의 평균 기소율 42.49%, 불기소율 57.12%로 검찰 

전체사건의 기소율 40.25%, 불기소율 53.35%와 비교할 때 각 높은 편이다. 

  기소율 중 최근 10년간의 평균 노동사건 구약식율은 39.33%로 전체 사건의 구

약식율 33.05%보다는 6% 정도 높고18) 구공판율은 3.16%로 전체 사건의 구공판

율인 7.2%보다는 4% 정도 낮다.

  (3) 노동사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통계가 사실상 전체 노동사건의 통계를 주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구공판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한 결

과로 볼 수 있다. 

  기소중지 등의 중간 처분이 2011년보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처분이 증가하였다는 의미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 의

사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동의하에 각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

하여 상당기간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형사조정 절차 결과 시까지 사

건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게 함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로 기소중지 처분되

는 사건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의 평균 기소율은 10.04%로 전체사건 

평균 기소율 40.25%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의 평균 불기소율은 89.96%로 전체사건 평균 불기소율인 

53.35%에 비해 30% 이상 차이가 나는 높은 불기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사건에

서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사건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외에도 근로자의 

쟁의절차위반, 쟁의행위금지위반 등의 불법행위도 포함되어 있는데, 과거 목적불법

파업의 경우 대부분 각하나 무혐의 처리19)하여 무혐의처리율이 높게 나타났던 것

18) 검찰의 노동사건 구약식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필요함에도 대부분 분쟁을 

벌금형으로 처하게 되어 이러한 처리 결과는 사법처리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간접효과를 감소시키고 사용자

의 법위반을 조장하거나 전과자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다.(이승길, 조성관 “노동위원회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소고”, 「노동법연구」 제33호, 2012. 508-509쪽)

19) 목적불법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상의 절차

규정위반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1991. 1. 29. 선고 90도 2852등 판결)의 입장이다. 헌법재판

소도 전교조의 ‘NEIS저지 목적’의 집단연가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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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최근 10년간 평균 기소율은 74.42%로 전체사

건 평균 기소율 40.25%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고, 불기소율은 

25.58%로 전체사건 불기소율 53.35%에 비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낮은 불기소

율을 보이고 있다. 

  기소율 중에서도 구약식율은 70.66%로 전체사건 구약식율 33.05%보다 2배 이상 

높고, 구공판율은 3.76%로 전체사건 구공판율 7.2%보다 2배 이상 낮은 구공판율

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기소율과 구공판율이 증가하였다.

  검찰은 2015년 2월부터 울산지방검찰청을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산재사고는 죄질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공판하여 엄정한 처벌원칙

을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과 비교하여 울산지방검찰청의 2015년 구공판 인

원이 78명에서 104명으로 증가(전년의 1.3배, 33.3% 증가)하였다. 이에 맞추어 울

산지방법원에서도 ‘산업안전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산업안전사건에 대해 일

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다른 재판부와의 양형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울

산지법의 1심 징역형 선고 인원이 2014년 9명에서 2015년 43명으로 증가(4.7배, 

377.7% 증가)하기도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강화 기조를 

확립하였다.20)

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

헌마879)한 바 있다.

20)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검, 산업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과 소통하다.” 언론보도,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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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검찰의 주요 노동사건 처리 사례 

제1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1. 검찰의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 

  검찰은 임금체불사건의 벌금액이 체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

으로 체불하거나 임금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주에 대해서

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해왔다.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며 1억원 이

상의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이나 임금체불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재산 은닉 등 체

불 경위가 불량한 경우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확대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임금체불 사건에 있어 소액 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근로자, 사업주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로서 기소 전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

여 사전 피해구제를 강화하였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업주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정식재판 

회부 범위를 확대하고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법률구조공단 등의 법

률적 조력을 통해 민사상 구제 방안,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민원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21)

  2. 상습․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사례

  (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

영한 사용자가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7,300만원 상당을 체불한 사안에서 위 사

용자가 2011년경 기성금을 받아 도주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임금체불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고 기소하였다.

  상시근로자 27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가 근로자 215명의 

임금 합계 4억 8,000만원 상당, 근로자 157명의 퇴직금 합계 20억 상당을 체불한 

사안에서 이 사용자가 청산 의지 없이 체당금에 의존하고 근로자 임금 삭감하면서

도 아들의 임금은 2배로 부풀리고 법인 명의 재산 25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경영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하여 구속 기소하였다.22)

21) “대검찰청,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 시행”, 언론보도, 2017. 1. 6.

22)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설 명절 맞이 체불임금 청산대책 마련 및 고액 체불 사범 엄정 대처”, 언론보도,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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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울산지방검찰청은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2,0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용자에 대하여 채불 액수는 많지 않으나 

동종전력이 23회에 달하는 점과 악의적으로 도피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

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고 기소하였다.

  근로자 50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2억 8,700만원을 체불한 사용자가 폐업 직전 

공장장비 1억 8,000만원 상당을 본인 명의의 다른 회사로 빼돌리고, 폐업 무렵 수

령한 기성금 1억 8,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로 모두 소비하는 등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 기소하였다.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인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12명에 대한 임금 

1,200만원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하여 체불액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하나 동종전

력이 7회이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및 수사 도중 도주한 점 등을 고

려하여 구속 기소하였다.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5,000만원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기성금 

5,000만원을 인터넷 도박비, 유흥업소 유흥비 및 여자친구 술집 개업비 등으로 모

두 소비하고 주소를 이전하고 선불폰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

피하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고 기소하였다.23)

  (3) 수원지방검찰청은 3년간 일용직 근로자 23명의 임금 4,6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용자에 대하여 5년 이내 벌금이상 동종전력이 5회 있고(동종전력 13회),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아들 명의로 수개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한 다음 연락두절하고 임금체불한 점 등을 고

려하여 구속 기소하였다.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1. 현대차 임직원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2015년 5월경에 발생하였던 유성기업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

로 인해 부품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자 2011. 9.경 생산안정화란 명목으로 협력업체

와 공모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2노조의 가입을 종용한 현대차 임직원 등 5명을 불

구속 기소하였다.24)

  이 사건은 검찰이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책임을 인정

한 첫 사례이다.

23) “울산지방검찰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관련 보호대책 마련”, 언론보도, 2017. 1. 19.

24)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2012년 압수수색으로 유성기업의 부동노동행위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음에도 사건을 

지연 처리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 34 -

  2. MBC 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2014년경 공정방송을 이유로 사측과 갈등을 빚은 MBC 제1노조 조합원들을 보

도, 방송 제작 부서에서 배제한 후 격리하기 위하여 명목상 조직인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하고 2017. 3.경까지 9회에 걸쳐 MBC 제1노조 조합

원 37명을 위 센터 2곳으로 전보 발령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MBC 제1노조 조

합원 5명을 승진에서 배제시킨 전 사장, 부사장 등 MBC 경영진 4명을 불구속 기

소하였다. 

  경영진이 사측의 경영방침에 반대하는 노조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수년간에 걸

쳐 경영진의 고유권한인 조직개편 및 인사권한을 남용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처

벌한 사례이다.25)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1.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26)

  울산지방검찰청은 노동청, 경찰과 함께 2015. 7. 3.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로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사고를 수사하여 2015. 9. 8. 한화케미칼 공장장 등 

13명을 기소하였다.(4명 구속)

  수사를 통해 한화케미칼은 위험원인 폐수집수조 내 가스를 관리하지 않았고, 가

스측정 등 안전점검 없이 하청업체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하였고, 하청업체 역시 기

본적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업체에 용접작업을 지시하여,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에 의해 가스가 폭발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경위를 밝혀내었다.

   여느 산재사고와 달리 사고 직후 대검찰청 화재수사지원팀의 현장 감식으로 사

고원인을 규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정 결과와 비교

하여 폭발 원인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위험한 업무를 맡긴 

채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원청업체의 혐의를 규명하여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현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청업체를 중심으로 책임자를 엄정히 사법처리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서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5) 2018. 4. 27. 대검찰청에서 ‘형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이란 주제로 대검찰청․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공

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위 사건 수사 팀원인 김도엽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MBC 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노

조원 수십명을 취재ㆍ제작 부서에서 배제한 후 신설된 비제작부서로 발령 낸 것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

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전보라 할지라도 노조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

며 부당 전보가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지배ㆍ개입’과 함께 ‘불이익취

급’에도 동시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당한 발령이 사측의 인사권 행사와 쉽게 구별하기 어렵

기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례를 축적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6) “울산지방검찰청,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 언론보도, 201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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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사건은 사고 발생 즉시 검찰(14명), 울산남부서(50명), 울산고용노동지

청(4명)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고 발생 다음날 신속히 한화케미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피의자와 참고인 총 100여명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

사를 통해 폭발 원인을 신속히 밝힐 수 있었다. 

  특히 검찰은 사고 직후 현장 감식에 참여한 후 신속히 압수수색을 지휘하였고, 

검찰 주재로 울산남부서, 울산고용노동지청과의 정기적 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공조

수사를 조율하여 입건자 범위 및 신병처리 방향을 상호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산

업안전사건 수사의 검찰, 노동청, 경찰 합동수사의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방안을 제

시한 사례로 꼽는다.

  

  2. 여수산업단지 화학공장 폭발사건2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노동청, 경찰과 함께 2013. 3. 14. 여수산업단지 대

림산업 화학공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하청업체 인부 6명

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여 11명을 기소하였다.(5명 구속)

  원청업체 공장장, 생산팀․공무팀․안전환경팀장은 약 1년전 동종의 사일로 폭발사

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번 사일로 보수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보수 계획 수립 

시에 사일로 맨홀 설치과정에서 사일로 내부 플러프(Fluff, 폴리에틸렌 중간 제품)

의 폭발가능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플러프 분진 등을 제거하

기 위해서 요청되는 물세척 공정도 작업과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안전의식이 없

었다. 현장감독자 등은 하청업체에 플러프의 폭발가능성에 대해 사전 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사일로 맨홀(출입문)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감독마저 게을리하였다. 특히 

맨홀 설치작업 과정에서 사일로 밑으로 플러프 분진이 약 10㎏ 상당이 떨어져 바닥

에 쌓이자 사일로 하단의 밸브까지 잠금으로써 폭발위험을 배가시키는 등의 원인으

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사고경위를 밝혔다.

  이 사건에서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폭발 사고 직후 신속하게 현장검증 

및 감정을 하였고, 검찰은 대검찰청 화재수사지원팀의 1차 모의실험결과

(Simulation) 및 2차 감정결과를 토대로, 사일로 내에 부유하고 있던 플러프 분진 

등에 용접 불꽃이 착화하여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사고발생일부터 송치일까지 피의자 및 참고

인 수 십 명을 조사하고, 원청업체 본사 및 여수공장, 하청업체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하였으며,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사체 부검, 압수

수색 지휘 등 보완 수사지휘를 하였다. 사건 송치 후에는 심층적인 조사과정을 거

쳐, 원청업체 관련 피의자들이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안전작업허가서

를 사고 이후에 조작한 사실을 규명하는 등 검찰,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실

체를 규명한 사례로 들고 있다.

2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여수산업단지 화학공장 폭발사건 수사결과”, 언론보도,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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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공장장을 비롯해 직접적으로 사고유발 원인을 제공한 현장 

감시․감독자 등 과실이 중대한 5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그리고, 이 사고가 관련 부

서의 총체적 안전의식 결여로 야기된 점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책임자 등 6명을 입

건하여 전원 불구속 기소하였다.

제4절 노조의 불법행위 사건

1.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 사건 일괄 공소취소28)

  검찰은 2013년, 2014년 철도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재판 계속 중인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하였다.

  검찰은 2014년 2월부터 8월 2013년 파업(이하 1차 파업)에 대해 16개 검찰청에

서 노조원 173명, 2014년 파업(이하 2차 파업)에 대해 13개 검찰청에서 노조원 

124명을 기소하였다.

  공소사실 요지는 철도노조원들이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관련 없는 철도 민영화 

등 반대를 목적으로 파업함으로써 한국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이다.

  이중 1차 파업 참가 노조원 86명, 2차 파업 참가 노조원 32명에 대해서는 무죄

가 선고, 확정되어 현재 공판 계속 중인 1차 파업 참가 노조원은 9개 법원 87명, 2

차 파업 참가 노조원은 13개 법원 92명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파업의 전격성을 어

떻게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종래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

고해 왔다.

  그런데 이 사건 기소 후인 2017. 2. 대법원은 1차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

로 구속 기소되었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종전과 다른 기준으

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파업목적은 정당하지 않으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의 파업 예측 및 대비 가능성이 인정된

다.’라는 취지로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중대하지 않으면 전격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또한 2017.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노조원 32명의 2차 파업사건

에 대해 위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하여 확정되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파업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하여 대법원의 무

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예상되

고, 2014년 파업 역시 2013년 파업의 연장선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공소유

지를 계속할 경우 다수 피고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28) “대검찰청,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 사건 95명 일괄 공소취소”, 언론보도, 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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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2017. 9. 일괄 공소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이후로도 검찰은 번복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 대한 항소 및 상소 제기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 기계적 상고 관행을 개선하고자 2017. 12. ‘상고심사 적정화 방안’,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29)

2.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원 채용 강요 사건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4. 3.부터 2015. 9.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 크레

인분과 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이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집단적 위력을 이용하여 타

워크레인업체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현장 앞 

집회 및 고발 등을 통해 공사에 차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소속 노조원

의 채용요구를 거부할 경우 건설현장 앞 집회 및 건설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산업안

전보건법 위반 고발 등으로 압박하여(노조에서는 노동청 고발을 위한 고소․고발 전

담팀을 운영)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형사 고소한 업체를 ‘타격업체’

로 선정한 후 전체 노조원에게 ‘집중 투쟁’을 지시하고 집회 등을 이어가거나 거래

업체들을 상대로 보복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등 민주

노총 건설노조 간부 등 총 15명을 기소하였다.(5명 구속)

  건설현장에서 ‘집단의 위세를 이용한 압박으로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독식하고, 

비노조원의 채용기회를 박탈하였으며 비노조원을 상대로 채용을 목적으로 노조 가

입 강제하고 위와 같이 확대된 세력을 이용한 건설업체 관계자 압박 강화, 현장 장

악 범위 확대 등으로 진행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거대노조

의 소속 노조원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의 조직적인 공갈, 협박 행위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 사건은 거대노조의 ‘비노조원 일감뺏기’ 횡포에 못 이겨 비노조원은 어쩔 수 

없이 노조에 가입하였고, 노조에 가입해도 집회에 불참하거나 노조활동이 부진한 

노조원의 경우 채용기회가 제한되므로 채용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노조

활동을 강요받게 되는 부당한 상황, 사용자는 소속 정규직 타워크레인 기사가 있어

도 노조의 협박에 못 이겨 노조의 의사에 따라 기사를 채용하도록 강제, 결국 정규

직 타워기사는 사라지고 순번에 따라 현장에 고용되는 비정규직 타워기사가 양산되

는 문제점, 노조 소속 기사들의 집단행동을 통해 타 근로자보다 10~20% 높은 임

금을 요구하면서 순번제 고용의 특성으로 미배정 기간을 대비하여 근무기간 동안 

일정한 수당을 요구하면서 수당 미지급 업체들에 대해 태업을 하는 등의 거대노조

의 횡포와 고질적인 병폐 확산 등을 차단·방지한 사례로 보고 있다.

29) 2017. 12.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에서는 ‘상고권 행사 적정화 방안’을 마련,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의 상고권 행

사 여부를 점검하여 그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

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검찰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다.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노총 건설노조의 조직적인 노조원 채용강요, 공갈, 협박 및 보복범행 사건 수사 결

과”, 언론보도, 201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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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개선방안

제1절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전문성 문제

  (1) 검찰의 노동사건에 대한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이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건이고, 그 사건들의 상당부분이 구약식되어 처리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검찰은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1차 수사기관인 노동청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역량이 미흡한 채 송치된 사건을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과 사건처리에 주력하게 되

고, 대부분의 사건을 불구속 수사 후 구약식하는 식의 미온적 처리를 반복함에 따

라 사용자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응함에 따라 위법사항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임금체불 규모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31)) 

  금품청산의무위반 사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노조활동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을 단순 비교하여 어느 사건이 더 

어렵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구약식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는 사건 처리 양상만으로도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건보다는 노조활동 관련 부당노동행위의 사건의 혐의 입증, 판단기준 정립이 쉽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2017년말 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단위 : 개소, 명, 억원)

연도
신고건수
(근로자수)

금 액

지 도 해 결 사 법 처 리 처 리 중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액

2011년
193,536

(278,494)

10,87

4

135,366

(188,098)
6,105

52,049

(80,585)
4,195

6,121

(9,811)
574

2012년
186,624

(284,755)

11,77

2

121,664

(172,003)
6,252

57,614

(101,420)
4,873

7,346

(11,332)
647

2013년
181,182

(266,508)

11,93

0

114,064

(157,644)
5,565

60,977

(100,198)
5,826

6,141

(8,666)
539

2014년
195,783

(292,558)

13,19

5

131,052

(176,209)
6,452

59,025

(107,615)
6,264

5,706

(8,734)
479

2015년
204,329

(295,677)

12,99

3

141,171

(178,926
6,020

56,222

(105,608)
6,309

6,936

(11,143)
664

2016년
217,530 14,28

6

152,290
6,866

58,951
6,623

6,289
797

(325,430) (198,392) (114,262) (12,776)

2017년
209,714 13,81

1

149,464
6,751

52,751
6,139

7,499
921

(326,661) (203,902) (108,436) (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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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경우 금품 청산의무 위반, 부당해고 등 사건은 대상 

사건의 수도 많아 그간의 수사 노하우, 처리 기법이 축적되어 있으며 ‘임금체불 삼

진아웃’ 양형 기준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사건 처리절차를 확립하였고 근로자 보

호를 위한 형사조정 제도의 활성화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노사 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유가 되어 중

요사건으로 볼 수 있는 노조활동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사건은 그 사건 수도 적은데다가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고 현저히 낮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다른 노동사건과 달리 수사 및 공판 노하우나 경

험을 쌓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사 경험 부족으로 이어져 전

문성과 수사역량이 상대적으로 길러질 수 없는 수사시스템의 실태와 문제점이 있음

이 확인되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 단속으로 채증된 증거로 인해 다

른 노동사건과 달리 증거판단, 사실관계 확정 및 관련 법리 분석 등 혐의 입증이 

용이하여 기소율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검찰은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운영으로 산업안전 사

건에 대한 검찰 수사시스템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또 그 대책으로 자

체 스터디를 운영하여 산업안전 전문 검사 및 수사관을 양성(실제로 전문검사 1명, 

전문수사관 1명 인증됨)하고, 노동청과의 협업관계 구축 및 합동점검 등으로 산업

재해 사건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산재예방활동에도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라도 합의만 되면 불구속 수사․약식기소로 처리되고, 

대기업․원청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가 별도로 지정되어, 대표이사나 

CEO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게 실정이다. 이에 산업현장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

라도 사회 모든 분야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도 검토한 결과,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범우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기로 하였다. 대량 인명피해 사고나 과실 큰 사고 등 엄

벌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하는 등의 엄정한 형사처벌 기조를 확립하여 지

역사회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32)

  (4) 검찰은 산업안전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동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분쟁이라고 

볼 수 있는 노사분규,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분야에 대한 수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수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32) 전체 산업재해율은 2009년 0.70%에서 2016년 0.49%로 감소되었음(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통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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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성 문제

  (1) 최근 검찰개혁 논의와 함께 정치계, 노동계 등에서는 검찰이 노동사건을 공

안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검찰 공안부에서 지휘하고, 처리함으로써 사건을 왜곡하고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취지의 문제점을 자주 지적받아 왔다.33)

  이들은 대검찰청 공안 3과의 업무분장34)을 보면 노동, 학원, 사회ㆍ종교 등 단체 

관련 사건 처리와 동향파악을 업무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어 공안부서 업무분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 중 약 90%는 노동

사건으로 임금체불이나 퇴직급여 미지급 등 대부분 개인 간 이해관계 관한 사건이

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관련 죄로 기소된 사건은 0.2%에 불과한 만큼 노동사

건이 대부분인 만큼 노동사건전담부를 신설하고 대공사건 업무를 일반 형사부에 이

첩하는 등 검찰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35)

  또한, 이들은 노동이나 학원, 종교�사회단체 문제는 더 이상 ‘공안문제’라고 볼 수 

없어, 노동사건전담부 신설과 대공수사 일반 형사부 이첩 등 조직을 개편하고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검찰의 공안부 개편 작업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사건을 공안사건으로 분류하고 특법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제3호 ‘공

안을 해하는 죄’에 노동사건을 포함시킨 해석도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과거 

노동사건은 대규모 파업과 집회 등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

건들이 종종 발생하여 검찰에서 관행으로 이를 공안사건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노동사건은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사용자와 노

동자간의 개인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나 불법파견과 같이 고용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이를 공공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워 

노동사건을 일괄해서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36)

  (2) 애당초 검찰 공안부에서 노동사건을 처리하게된 것은 역사적으로 70～80년

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노동운동이 소위 ‘민중운동’의 한 분야로 정착되어 정치운

동으로 발전한 것에 기인한다. 

  최근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함께 노동분쟁에 이념성이 많이 제거되었으나, 노동

33) 박수근, “노동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사법」 제13권 1호, 2006. 191-200쪽

3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

안부에 공안1과ㆍ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⑤ 공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 관련 사건, 학원 관련 사건, 사회ㆍ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5) “국회의원 진선미, 검찰 기소한 공안사건, 노동사건이 90% 대공사건 단 0.2%”, 언론보도, 2018. 3. 29.

36) 정승환, “노동법 위반 사건 수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2013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과제, 2013.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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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 노동계는 다양한 부분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세력으로 성장하였

다. 또한 학생운동권 또는 재야단체 등과 연대하여 집단적 정치투쟁을 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국가정책 및 경영권 관련사항 등을 이유로 한 불법파업도 계속 발

생하고 있다. 노사분규가 개별사업장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재야, 학생 등과 연계

되어 집단행동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고 불법 폭력집회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노동부분만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야․학원․

집단행동 등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안부에서 함께 처리하여 온 것이다.

  (3) 검찰권의 행사 방향이 사용자측에 편향되어 근로자만 대거 구속하고 사용자

들의 불법행위는 묵인한다는 취지로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는 사용자측에 치우쳐 있

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분쟁으로 근로자들의 폭력시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폭력시

위 주도자 등에 다수의 구속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건 특성상 사용자에 비해 근

로자의 구속 자 수가 더 많아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구속자들은 대부분 불법 폭

력시위자 및 그 배후이거나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불법 파업 주동자 등이

어서 집단적인 범행 성격상 구속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신속성 문제

  (1)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는 주된 목적이 불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어서 불

법행위자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 외에 불법행위자가 노사관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노사관계상 발생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행위자에게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민사, 행정 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해야 하므로 형사처벌 그 자체로는 노동분쟁을 종국적으로 해

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노동사건의 불법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오히려 자신의 책임이 면책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의무이행을 거부하거나 판결 선고 시까지 미루는 경우도 있

다.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유가 오히려 신속한 노동사건 분쟁해결에 저

해가 되기도 한다.

(2) 사용자측은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면서 근로자들의 파업이 폭

력이나 직권중재 등으로 불법행위가 되면 그에 따라 공권력이 투입되고, 그 이후에

는 노조에 대한 유리한 지위에서 타결하려고 하기도 한다. 근로자들도 이에 대해 

맞고소나 고소․고발을 통하여 사용자측의 불법행위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유발되

었다는 점을 표명하는 등의 대응을 하곤 한다.

  사용자측과 노조측은 쌍방 고소·고발 후 상대방에 대한 구속, 엄정한 처벌을 요구

하고, 사건 처분이 자신들이 요구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편파시비를 제기하면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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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위 등을 전개하곤 한다. 결국 노동분쟁이 형사사건화되어 그 절차가 종결될 때

까지 당사자간 팽팽한 분쟁․갈등상태를 유지하여 분쟁이 장기화되기도 하고, 그 과

정에서 또 다른 크고 작은 형사적 분쟁이 발생하여 점점 더 분쟁해결이 어려워지고 

당사자간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또한, 노동분쟁에 대하여 상호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 시 서로의 고

소·고발취소를 합의사항으로 한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고

소고발을 취소한 이후에는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으로서는 사실상 사

건의 실체 발견을 위한 수사 진행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등 사유로 불기소 처

분하여 종결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있었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곤란하

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제2절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개선방안

  1.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지향점  

  이렇듯 검찰이 노동사건을 처리하는 데 고민할 지점들이 있다. 우선, 검찰 자체적

으로 다양한 노동분야의 노동전문가를 양성하여 노동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노사 양측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립성

을 지킬 수 있는 공정성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사건 처리의 속도를 높여 정의 및 

실체 발견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사자 사이의 종국적인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하여 노동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효율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문성, 공정성,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2. 전문성 제고 방안 

  (1) 다양한 분야의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 

경험과 수사노하우를 많이 축적한 검사와 수사관을 활용하여 검찰 내 노동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현재 59개청의 공안부 및 공안을 담당하는 형사부 소속 노동 전담 검사가 노동사

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37)

  노동사건 수사는 노동관계법 및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개별 사건

의 발생배경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등 다소 난이도 있는 노동분쟁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는 전

37) 검찰은 2014년부터 각 수사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검사와 수사관을 인증하는 공인 전문검사 및 전문수사관 

인증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동 분야 공인 인증 전문 검사는 1명, 수사관은 

10명이다.(수사관의 경우 전문분야가 ‘공안’, ‘노동’으로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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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므로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화와 노동사건 수사노하

우 개발 및 교육을 특화하여 강화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전문분야 커뮤니티 활동의 일환으로 노동 분야 커뮤니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검 공안부에서 2017년부터 국내 유수 대학 노동법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노동법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4월 28일에는 

노동법이론실무학회와 함께 ‘형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이란 주제로 공동 학

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 더 나아가 검찰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등을 변경하고, 일선

의 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및 법원 등과의 정기적인 의견 교류의 장을 

통한 수사 협업 체계를 만들어 사건 발생 시 수시로 수사 관련 자문을 받고,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의 교양 및 수사 네트워크를 활발히 형성해야 한다.

  (3)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에는 형사처리에 관한 실력과 능력을 높여 전문성 시비

가 없도록 ‘노동사건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고 활용하여 수사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검찰 내부의 인사로 인해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마다 검사와 수사관의 전담 

분야가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에 따라서는 검사나 수사관이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전담을 맡아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 검사 및 수사관에게 

노동사건 분야의 쟁점을 계속적으로 익히고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인사에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38)

  (3) 노동법원 신설 입법 논의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39) 정치계, 노동계, 학계

에서는 노동분쟁 해결 절차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고 중복되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편향성, 

노동문제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법관 등을 근거로 노사 참심관이 재판에 참여하

는 참심재판을 실시하는 내용의 노동법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노동법원에서 노동형사소송사건40)을 관할하게 되어 있다.41)

38) 수사관의 경우에는 전문수사관임을 고려하여 되도록 내부 전담 배치를 하고 있고, 검사의 경우에는 각 청의 

실정에 따라 전문검사임에도 해당 전문 전담이 아닌 다른 전담검사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다.

39) “국회의원 김병욱, 노동법원 도입 관련 10개 법률안 대표발의”, 언론보도, 2017. 5. 17.

40) 제2조(지방노동법원의 관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노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지방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노동형사소송사건

가.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죄에 관한 형사소송사건

나.「형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죄에 관한 형사소송사건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른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이 범죄성립 여부의 선결문제로 되는 사건

41) 제4장 노동형사소송

제37조(사건의 노동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지방노동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

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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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해서 검찰에서도 노동형사소송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동형사소

송 공판 검사를 양성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 분야 중점 검찰청을 설치,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해내갈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및 수사 체계도 갖추어야 할 필요

가 있다. 현재 울산지방검찰청이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점을 고려하고, 울산이 

우리나라 거대노조인 현대차, 현대중공업 노조가 있으며 이들 노조에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울산지방검찰청을 ‘노동․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추가 변경하거나 산업안전도 노동사건으로 포함시켜 ‘노

동 중점 검찰청’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노동청 및 고용노동부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체계상 사

건 수사, 입건 및 송치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

으로 큰 문제가 되는 노동사건이 발생한 경우 공안대책협의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

여 타 기관에 비해 의견 교류의 장이 확립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노동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 입건 범위, 송치 및 기소 여부와 관련하

여 검찰과 노동청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검찰의 수

사지휘가 일관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 개인에 따라 이루어지

고 있고, 노동사건을 보는 검사의 형사법적 관점과 노동청의 사회법 영역에서의 정

책적 관점이 충돌하여 노동사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퇴색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면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청의 수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협의체를 통해 검사의 수

사지휘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을 조율하는 제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42)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검사 개인이 자의적인 재량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사되어서도 안 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의미

는 오로지 인권보장과 실체진실 발견에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검찰도 노동사

건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해치거나 노동사건의 사회적 특성

을 외면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각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사지

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8조(국민참여재판의 특례)

  ① 지방노동법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형사사건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

재판으로 심리·재판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노동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

건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

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③ 노동형사소송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노동법원 합의부”로, “지방법

원장”은 “지방노동법원장”으로 본다.

제39조(적용법률) 노동형사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

법」에 따른다.

42) 정승환, 위의 글, 7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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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관계 선상의 노동청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사건처리 외에 사회에 벌어지는 갖가지 

노동 분야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피해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소송 원조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노동청을 통해 제공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노동청과 함께 발전

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43).

  (5) 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설치된 노동분쟁처리기관으

로서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쟁해결을 일반법원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노

사문제를 공정하고 합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

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되고 각 노동위원회

의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노사분규 관련 알선 · 조정 · 중재의 조정적 권한과 부당노

동행위의 판정 · 구제,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에 대한 취소 · 변경에 관한 의

결,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의결,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의 선언에 관한 의결 

등 심판권한을 지니고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주로 처리되는 대상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으로서 이는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로서 실제로 검찰에 수사 

중이면서 노동위원회에 심판 계류 중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심판결과 후 당사자들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하여 그에 대한 최종 소송결과까지 

확인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

래한다.

  검찰과 노동위원회의 그 역할과 기능이 달라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의 판단

기준은 엄연하게 다름이 분명하지만 각 기관에서 축척된 사례를 통해서 확립된 기

준을 공유할 경우 각 기관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44)으로 검사는 그 자격이 인정되는 바 검사의 공익

43) 브라질의 노동검찰은 노동분야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찰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헌법이나 노동

법 등에서 노동검찰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는 소를 제기하며 노동소송에서 공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판사의 요구 또는 검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노동소송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된 노

동권 기타 사회적 권리가 존중되지 않았을 때 집단적 이익의 옹호를 위하여 공적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

며 근로자의 처분불가능한 권리 및 집단적․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계약상 혹은 단체협약상 조항을 무효화

시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법원에 판결에 불복할 수 있으며 민사조사 기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바(노홍창, “브라질의 노동검찰과 공적 민사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7권 제

4호, 2017. 434쪽),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에도 이를 참고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44)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

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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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방법으로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서 활동하여 노동분쟁 

사건 해결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45)

  

  (6) 법원을 통한 노동분쟁 해결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에서 가능하다. 

법원은 전문재판부(전담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화하여 이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46) 대법원에 노동전담재판부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재판연구관의 전문화로 상

당부분 해결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민사부에 노동의 전문재판부를, 행정부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정담당 공익위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

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

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정담당 공익위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

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5)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은 개별노동분쟁 심판사건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공익위원 

선출과정에도 추천권과 교차배제 선출권을 행사하는 등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각 상반된 입장에서 분쟁 당사자

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와 달리 영국, 독일의 경우에는 노사단체 추천 심판위원이나 명

예판사는 심판, 판결의 공정성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이성희,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의 국제비교와 한국제도의 개선방안”, 「노동법학 제37호」, 2011, 79-80쪽.) 노동위원회, 법원, 검찰간

의 인력 교류로 노사 양측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노동사건 전문가 양성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46) 법원조직법 제7조 제2항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

사․특허 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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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동산재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다. 그 외 법원에서도 민사재판부에 노동사건 

전담재판부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47)

  또한 대법원은 행정예규로 ‘전문분야 연구회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 

노동법 등에 관한 연구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고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는 전문

법관의 양성소이자 재판 전문화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

부적으로 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 2. 검찰 최초로 울산지방검찰청이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되자 울

산지방법원도 2015. 4.부터 형사단독재판부 중 제1형사부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검찰, 법원이 함께 지역사회의 산업안전

의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7. 12. 19. 법원과 검찰, 시청, 소방본부, 고용노동부, 한국가

스안전공사, 한국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

를 개최하고, 2017년에 처리한 사건의 양형기준을 설명하면서 안전보건공단이 분석

한 울산의 산업재해 특성과 업종별 재해 원인을 진단해 같은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

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48)

  이처럼 검찰과 법원은 합동 연구회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노동사건에서도 축적

된 전문지식과 사건처리 및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교류를 통해 법조 영역에서의 노

동사건 전문성을 선도하고, 그에 따라 사건 처분 및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정성 제고 방안

  (1) 검찰에서 처리되는 노동사건이 대부분 금품청산 등 개별적인 권리 분쟁임에

도 이를 공안사건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은 앞에서 소

개한 바와 같다. 과거 노동사범을 공안사범을 치부하는 잘못된 관행이 검찰이 사용

자측에 유리한 편향적 결정을 하게 되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공안부와 분리된 

노동사건 전담부를 설치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노동사건이 집단적인 분쟁보다는 개별적인 권리분쟁으로 넘어가는 추세라는 점, 

엄밀히 볼 때 현재 검찰에서 처리되는 대부분의 노동사건이 개별적인 권리분쟁인 

47) 2015. 12. 31. 기준으로 노동사건에 관하여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의 현황 및 그 전담재판부가 2015년에 

처리한 사건 수는 서울고등법원: 제1, 2, 15 민사부 - 436건, 대전고등법원: 제2 민사부 - 42건, 대구고등법원:

제3 민사부 - 25건, 부산고등법원: 제1 민사부 - 49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41, 42, 48 민사부, 민사 208단독 

- 500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 민사부 - 113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 - 150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 민사부 - 71건, 의정부지방법원: 제1, 12 민사부, 민사7단독 - 202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 민사

부, 민사4, 7단독 - 133건, 인천지방법원: 제11 민사부, 민사2단독 - 333건, 수원지방법원: 제13 민사부 - 52건,

대전지방법원: 제11 민사부, 민사18단독 - 142건, 청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 75건 대구지방법원: 제16 민사부 -

22건, 부산지방법원: 제6 민사부 - 104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4단독 - 90건, 창원지방법원: 제1, 6민사

부, 민사7단독 - 174건, 전주지방법원: 제3 민사부 - 32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2단독 - 48건, 제주지방

법원: 민사2단독, 31건[강성수(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 "법원의 노동사건처리절차에서의 역할과 성과", 2016

년도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한국노동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2016. 68-69쪽]

48)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산업안전사고 전담 재판부, 현장인식 변화 유도”, 언론보도,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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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노동현장에서 남녀, 나이, 외국인, 파견 등 차별적 요소에 

따른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다49). 노동사건이 공안부에서 처리

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의 노동사건

을 공안사건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기보다는 공안사건에서 노동사건을 별도로 분류하

여 노동사건 전담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 중점 검찰청’을 운영하여 노동 분야만의 특화된 검찰 수사역량을 키우는 장기

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재 총 59개청 공안부 소속 검사 및 공안 전담 형사부 소속 검사 1～

2명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데, 노동사건 전담부를 신설할 때 부장검사와 검사 및 

직원의 추가 배치를 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너무 적

은 인원으로 운영하게 되면 수사 인력이 다수가 필요한 사건 발생 시 즉시 지원이 

어렵다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어 단기간 내에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또한 공안부에서 현재까지 노동사건을 처리하면서 양성된 검사와 수사관의 인재

DB가 상당부분 공안 전담 검사와 수사관의 인재DB와 겹치고 공안부 주도로 이제

까지 축적한 노동사건 수사기법, 수사사례, 유관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최대

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는 기존의 공안부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율성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는 면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노동계, 학계, 정치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동법원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노

동법은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문제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법관들이 노동사건을 자유계약 

관계를 중요시하는 민법과 같이 취급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노동사건에 대한 법관의 편향성과 비전문성을 이유로 노동법원 신설을 요

구하는 한편, 노동사건 재판에 근로자와 사용자측 참심관이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참심관이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형 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하여 판결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를 검찰도 깊이 새겨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 

등 외부인이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선진적인 노동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검찰은 2014. 8.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2 및 제245조의 3에 따라 수사 

진행,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기소 등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및 변호사

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설명이

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3조)

49) 박수근, 위의 글,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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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성폭력, 특허, 교통사고, 장애인, 조세, 회계분석, 노동, 건축 등 각 분야별

로 각 청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50). 의료, 성폭력(아동 

피해자 진술분석) 분야 중심으로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데, 그 외 수사 분야에서는 중요 사건 발생 시에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사

건 처리 시 노동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기록상 남겨두어 추후에 공정성 시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

구기관 등에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정․운영․관리하고 있다.(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

칙 제2조 제2항) 이에 따라 검찰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정부기관 소속이거나 대학

교 교수 등이 주를 이룬다.

  노동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수사전문성은 의학, 건축과는 다른 측면으로 기술적․이

론적인 의미에서의 전문적 지식과는 달리 많은 노동분쟁의 중심적 쟁점이 되는 정

당성, 합리성, 사회적 통념이라는 가치판단을 해야 하는 전문적 결단력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사실에서 각 사실관계의 중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

고 그를 토대로 고용과 인사의 제도와 운영상의 실태와 노사관계 문제에 정통하고 

그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51) 이 입장에서는 공정

한 수사로 인한 적정한 분쟁해결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사자문은 전문적 지식

으로는 부족하고, 노사관계의 실무를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노동사례 문제해결 능

력을 인정받은 노동실무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수사전문성을 통해 공정성을 꾀하고자 한다면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노동계 등 실무가나 근로자 및 사용자측으로부터 추천받은 공정성이 담보된 

전문가들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운영․관리하는 방법도 수사의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동시에 증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4) 전문수사자문제도와 같이 외부인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가 있다. 앞서 밝힌 

전문수사자문제도 운영 방안과 마찬가지로 위 각 위원회 구성 시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노동계 등 실무가나 노동자 및 사용자측으로부터 추천받은 

공정성이 담보된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2010. 7.부터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

고 있다(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 2017. 12.부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 사법제

50)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지침(대검 정책기획과-400, 2008. 3. 14.)

5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노동분쟁해결제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 12,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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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

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

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52)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지만, 검찰에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 제도

를 운영하면서 검찰시민위원회의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사건을 처

리하고 있어 사실상의 구속력은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검찰은 검찰개혁 요구에 맞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의 심

의․의결 효과와 운영 방안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여 향후 노동사건 처리 시 전문가

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경우 노사간 균형 잡힌 사건 처리가 기대된다.

  4. 신속성 제고 방안

  

  (1) 노동사건의 사법처리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쟁해결 수단이다. 특히 소송에 의한 권리 구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불편

함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분쟁해결 수단으로는 볼 수 없

는 맹점이 있다.

  노동분쟁을 가장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당사자간의 사

적인 분쟁해결 방안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정 전에 노동위

원회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53)

  조정제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은 당사자간의 자체적인 분쟁해결이

다. 당사자간에 서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조금씩 양보하

여 사건을 정리하고 종결짓는 것이 사법처리에 의한 것보다는 비용과 시간에서 뿐

만 아니라 당사자도 각자 승복하고 만족하며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는 만족도 면에서

도 충족되기 때문이다.

52)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

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제6조)하고, 신청을 받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

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위원회 부의(附議)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하

여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의견을 통하여 의결된 경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

장에게 송부한다.(제7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3조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

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지청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

집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제8조)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위와 같이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

한다.(제9조)

53) 이승길/조성관, 위의 글(노동위원회는 집단적 노동분쟁 중 이익분쟁사항만을 조정대상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중 권리분쟁사항은 소송 등으로 해결되고 있는데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개별노동분쟁에 대한 판정과 법원의 

판결에 앞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전치주의를 거치도록 하고, 집단적 노동분쟁에 대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범

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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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2007년부터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

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

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

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조정제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대검

예규 제895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조)

  그 대상 사건은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ㆍ모

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으로 하

여 노동사건 중 임금체불 사건을 예시하고 있다.(제3조)

  형사조정위원은 필요한 조정능력 및 법적지식 등의 전문성과 학식․덕망을 갖춘 사

람으로서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관할 지역의 

법조계․교육계․의료계․종교계․문화계 및 언론계 등 각계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절차에 

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위촉한다.(제4조)

  검사는 사건이 송치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

에 회부하고, 형사조정 회부와 동시에 조정결과 회신 시까지 시한부 기조중지를 하

게 된다. 형사조정에서의 조정 결과 회신 시 즉시 사건을 재기하여 조정 결과에 따

라 형사조정 절차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

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하고 사건

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통상의 수

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당사자간 합의 등을 이유로 처벌 시 감경할 수 있

다. 

  통상적으로 검사는 사건 송치 후 1개월 내에 형사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형

사조정 기간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형사조정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기

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다.

  (2) 2017년 기준으로 검찰의 전체사건 중 형사조정 의뢰율은 5.5%(고소사건 중 

형사조정 의뢰율은 26.2%)이고, 이중 조정 성립률은 58.4%이고 2016년은 전체사

건 중 형사조정 의뢰율은 5.5%(고소사건 중 형사조정 의뢰율은 25.2%)이고 이중 

조정 성립률은 60%이다.54)

  2016년을 기준으로 형사조정 의뢰된 사건 111,012건 중 임금체불 사건 형사조정 

의뢰 사건은 7,733명으로 약 7% 정도가 노동사건이고, 임금체불에서 형사조정 의

뢰된 7,733명 중 조정 성립은 2,653명으로 조정성립률은 34%로 노동사건이 전체

사건에 비해 형사조정 의뢰율은 높으나 조정 성립률은 낮다.

  검찰은 조정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 노동, 지식재산, 청소년 등 전문분야 

형사조정위원회 구성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정 성립률이 낮고 전문분야 형

54) 2017년 형사조정현황 및 실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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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정위원회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다.55)

  노동사건의 조정 성립률이 전체사건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다양한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예컨대 노동사건 송치 시 검찰에서는 본격

적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전문 조정 위원 주도 하에 노사간의 대화의 장을 열어

주고, 사건 처리 전에 각자의 입장에 기한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여 수사시간을 단

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사 전 조정전치주의를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

겠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독일의 노동분쟁 해결절차와 비교해보면 영국, 독일은 개

별 노동분쟁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당사자간 해결(조정 또는 화해) 절차

를 거친 후 해결이 안 된 사건에 대해서 본안 심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이 당사자간 해결 절차 내에서 해결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비교되고, 이

는 전문성이 축적된 상근 직원들로 이루어진 분쟁해결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원인이 분석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56)

  이를 위해서는 노동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화된 형사조정위원을 

선발하고 노동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형사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관리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형사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5) 형사조정 회부된 사건은 대부분 폭력, 상해, 사기 등 합의금액을 통한 합의의사를 타진하는 비교적 사안이 경

미한 사건이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전문 조정위원의 조력이 없이도 조정이 가능하기도 하고, 형사조정에 

회부된 노동사건도 대부분 임금체불 사건으로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당사자간 조정 의사로 해결되는 쟁점이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 조정능력이 크게 발휘되는 사건 자체가 많지 않다.

56) 이성희, 위의 글, 59-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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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론

  (1) 법률상 뚜렷한 개념규정은 없으나 본 논문에서 ‘노동분쟁’은 근로자 개인 내

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내지 사용자 단체의 분쟁과 근로자측과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 및 근로자단체 상호간, 근로자 개인 상호간의 분쟁 일체를 포함한 것으로 보

고, ‘검찰의 노동사건’은 노동분쟁 관련 형사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검찰 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그간 노동사건의 형사적 처리 과정에

서의 수사, 기소 및 공소유지의 주재자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왔는지에 대한 객

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로 

다룬 노동사건 범위 및 처리 현황과 더불어 과거에 비교하여 달라진 사건 처리 및 

양형 기준을 분석하고, 검찰에서 처리된 노동사건 중 크게 사회적으로 주목받거나 

언론에 보도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았다.

  (2) 검찰에서 다루는 노동사건의 대상 범위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과 노동분

쟁 과정에서 근로자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경찰관 폭행, 불법시위, 무단 도로점

거 등의 사건을 포함한 것이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은 노동관련법 117개 중 사

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규정된 16개 

법률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등 위반 사건이다.

  검찰의 노동사건의 수사절차 및 과정은, 먼저 수사단서는 인지, 고소․고발로 다른 

사건의 수사단서와 동일하고, 수사관서는 검사, 노동청, 경찰이다. 검찰의 노동사건 

대부분은 노동청에서 진정 등 민원접수, 고소․고발 접수된 사건이 노동청에서 수사 

후 송치되는 사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인 경우 노동청과 경찰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이원적인 

절차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사고원인이 동일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위반은 대부분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이 되므로 통일적인 수사지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피의자 입건 범위와 혐의유무 판단에 있어 상충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건 송치 후에는 검찰청의 노동사건 전담 부서인(지검의 경우 공안부, 지청인 

경우 공안 전담을 하고 있는 형사부)에 배당되어 검찰 수사 후에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고,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 등 사건의 종국처분을 하게 된다. 

  송치 후 처분 전에 검사는 피의자 및 피해자(고소인) 의사를 확인하여 또는 직권

으로 노동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형사조정 회부와 동시에 형사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 회부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한다.

  검찰은 2013. 6. 3.부터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임금체불 사건 처리 절차 및 양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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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면서 임금체불 사건에 있어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구약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및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변제 의사 

및 합의의사 등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형사조정 회부 실적｣의 통계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사건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는 체불액수, 입건자의 과거 전

과 등을 참고하여 구공판 및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의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사건 송치 전 임금 청산을 조력하는 사전조정 제도의 실효

성을 확보하고, 형사조정 불성립시 구공판 확대를 통해 공판과정에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전력 2회 이상이고, ② 동종전력으로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구공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건 체불액이 

1,000만원 미만이고 체불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으면 구약식이 가능하다. 구공판 원

칙 기준에 해당하고 당해 사건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

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안으로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동종전력이 없더라도 구속 수사 기준으로 삼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사망자, 상해정도 등을 기준으로 중대재해로 ① 사망

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를 규정하면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 구공판이

고 중대재해인 경우는 신병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은 수사로 인해 노사분규 악화·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수사권 발동 시기를 신중히 선택하고 있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교섭

의 집행경과와 진행내용, 실질적인 교섭 여부, 쟁의조정 신청 및 조정 내용, 쟁의결

의 경위, 파업상황 등을 파악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 외 노동분쟁 과정에서 근로자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경찰관 폭행, 불법시

위, 무단 도로점거 등의 근로자의 불법적인 집단사건 등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및 

동종전력 여부, 피해규모, 행위자의 직책․역할 등으로 구속 및 구공판 여부를 결정

한다.

  검사가 피의자 조사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구공판, 구약식을 하고, 

구약식의 경우(벌금형 약식명령 청구) 해당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상 그 사건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약식명령은 확정되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

판을 청구하는 경우이거나 검사가 구공판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형사재판 절차에 따

라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다.

  (3) 다음으로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이 전체 노동사건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위

반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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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사건의 최근 10년간의 평균 기소율은 42.49%, 불기소율 57.12%로 검찰 전

체사건의 기소율 40.25%, 불기소율 53.35%와 비교할 때 둘 다 높은 편이다. 

  기소율 중 최근 10년간의 평균 노동사건 구약식률은 39.33%로 전체 사건의 구

약식율 33.05%보다는 6% 정도 높고 구공판률은 3.16%로 전체 사건의 구공판률인 

7.2%보다는 4% 정도 낮다.

  노동사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위

반 사건 통계가 사실상 전체 노동사건의 통계를 주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구공판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실시 등 검찰

의 적극적인 사건 처리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소중지 등의 중간 처분이 2011년보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처분이 증가하

였다는 의미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동의하에 각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상당기간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형사조정 절차 결과 시까지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게 함에 

따라 형사조정 회부로 기소중지 처분되는 사건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의 평균 기소율은 10.04%로 전체사건 평

균 기소율 40.25%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의 평균 불기소율은 89.96%로 전체사건 평균 불기소율인 

53.35%에 비해 30% 이상 차이가 나는 높은 불기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사건에

서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처리비율

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사건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외에도 근로자의 쟁의절차 위반, 쟁의행위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도 포함되어 있는데, 과거 목적불법 파업의 경우 대부분 각하나 무혐의 처

리하여 무혐의처리율이 높게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최근 10년간 평균 기소율은 74.42%로 전체사건 평

균 기소율 40.25%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다. 불기소율은 

25.58%로 전체사건 불기소율 53.35%에 비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낮은 불기소

율을 보이고 있다. 

  기소율 중에서도 구약식률은 70.66%로 전체사건 구약식률 33.05%보다 2배 이상 

높고, 구공판률은 3.76%로 전체사건 구공판률 7.2%보다 2배 이상 낮은 구공판률

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기소율과 구공판률은 증가하였다.

  (4) 검찰은 노동사건에서의 업무수행의 목표는 근로자 보호인 바, 과거에 비해 

상습임금체불 사용자 구속사건, 산재사고에서의 사업주 구속사건 증가 등 근로기준

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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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체불미지급 사용자,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재사건에서 등에서 구속자가 

증가하는 상황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노

사관계 조율에 있어서는 기소율이 낮고 불기소율이 높은 경향을 비추어 볼 때 실질

적인 노사간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향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동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검찰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동분야

의 노동전문가를 양성하여 노동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 노사 양측에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공정성, 노동사건 처리의 속도를 높여 

정의 및 실체 발견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사자간의 종국적인 분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하여 노동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효율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노동사건 수사는 노동관계법 및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개별사건의 발생배경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쟁의행

위의 정당성 요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등 다소 난이도 있는 노동분쟁

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는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므로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화와 유관기관과 연계된 노동사건 수사노하우 개발 및 교육을 특화하여 강화해

야 한다.

  검찰 내부의 인사로 인해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마다 검사와 수사관의 전담 

분야가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에 따라서는 검사나 수사관이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전담을 맡아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 검사 및 수사관에게 

노동사건 분야의 쟁점을 계속적으로 익히고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인사에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울산지검검찰청의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운영 성과를 볼 때 노동 분야 중

점 검찰청을 설치,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해내갈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및 

수사 체계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울산지방검찰청이 ‘산업안전 중점 검찰

청’인 점을 고려하고, 울산이 우리나라 거대노조인 현대차, 현대중공업 노조가 있으

며 위 각 노조에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참

작할 때 울산지방검찰청을 ‘노동․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추가 변경하거나 산업

안전도 노동사건으로 포함시켜 ‘노동 중점 검찰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은 노동청에 대한 노동사건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을 해치거나 노동사건의 사회적 특성을 외면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에 대한 각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사지휘관계 선상의 노동청과의 관계에서 벗어

나 사건처리 외에 사회에 벌어지는 갖가지 노동 분야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

고,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피

해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소송 원조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노동청을 통해 제

공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노동청과 함께 발전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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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 검찰은 노동위원회 및 법원 등과의 정기적인 의견 교류의 장을 통한 

수사 협업 체계를 만들어 사건 발생 시 수시로 수사 관련 자문을 받고, 전담의 검

사 및 수사관의 교양 및 수사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수사 환경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6)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종전의 노동사건을 공안사건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보다는 공안사건에서 노동사건을 별도로 분류하여 노동사건 전담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노동 중점 검찰청’을 운영하여 노동 분야만의 특화

된 전문 검찰 수사역량을 키우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단,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기존의 공안부 주도로 이제까지 축적한 노동사건 수사기법, 수사

사례, 유관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면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수사로 인한 적정한 분쟁해결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사자문은 전문적 

지식 외 노사관계의 실무를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노동사례 문제해결 능력을 인정

받은 노동실무가들이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노동계 등 실무가나 근로자 

및 사용자측으로부터 추천받은 공정성이 담보된 전문가들을 검찰수사자문위원, 검

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로 지정․운영․관리하는 방법도 수사의 전문성, 공

정성 및 신뢰성을 동시에 증진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7) 노동사건의 사법처리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어려운 

분쟁해결 수단이고 특히 소송에 의한 권리 구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이는 불편

함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분쟁해결 수단으로는 볼 수 없

는 맹점을 지니고 있어 노동사건 처리에 있어 가장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처리되

는 방향은 당사자간의 사적인 분쟁해결임은 분명하다.

  2016년을 기준으로 형사조정의뢰된 검찰 전체사건 111,012건 중 임금체불 사건 

형사조정 의뢰 사건은 7,733명으로 약 7% 정도가 노동사건이고, 임금체불에서 형

사조정 의뢰된 7,733명 중 조정 성립은 2,653명으로 조정 성립률 34%로 노동사건

이 전체사건에 비해 형사조정 의뢰율은 높으나 조정 성립률은 낮다.

  검찰은 형사조정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 노동, 지식재산, 청소년 등 전문

분야 형사조정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선청에서의 조정 성립률이 낮은 

편이고 전문분야 형사조정위원회 활동은 그리 크지 않다. 노동사건의 조정 성립률

이 전체사건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노동사건 송치 시 검찰에서는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전문 조정 위원 주도 하에 노사간의 대화의 장을 열어주고, 

사건 처리 전에 각자의 입장에 기한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여 수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사 전 조정전치주의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화된 형사조정위원을 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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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동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형사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관리하여 전문적

이고 효율적인 형사조정 및 적절한 사건처리를 기할 수 있다.

  

  (8) 결국 검찰은 노동사건 처리의 전문성, 공정성, 효율성을 노동사건 처리의 지

향점으로 삼아 전문검사, 전문수사관, 노동 중점 검찰청 제도 등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가가 수사를 도맡아 종국적인 분쟁까지 해결해줄 수 있는 수사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위원, 검찰수사심의위원, 

검찰시민위원 등에 노사 당사자측의 공정성이 담보된 자가 수사과정에도 직접 참여

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검찰 내에서 작동되고 있는 형사조정

위원 등 자체 분쟁해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존보다 특화된 전문위원을 투

입하여 노동사건의 당사자의 분쟁을 소극적인 형사처리에 만족하지 않고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노동분쟁을 해결하

는 데 검찰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전문적인 분쟁해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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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Prosecutors’ Handling of Labor Cases and 

Improvement Methods

Song, Young In

  Korea’s prosecutors have focused on the handling of labor disputes and 

problems based on the labor and criminal laws and whether the indicted parties 

should be prosecuted.

  So,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statistics and main cases to find 

out how the prosecutors have handled the labor dispute cases.

  First of all, the researches on overall types of labor disputes which the 

prosecutors handle and the analysis of the labor dispute cases with respect to 

the year, prosecution rate for each crime and non-prosecution rate show that 

the cases related to the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 Act such as the 

dispute on wages and salaries took up the most. It was found that the 

prosecution rate and non-prosecution rate for cases in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 Act show a similar trend as those for the prosecutor’s overall cases 

(The prosecution rate is higher than non-prosecution rate.) and that the 

prosecution rate and the proceeding rate are higher than those in the past. 

That shows that the prosecutors have adopted stricter standard against the 

employers who usually delay to pay wages and salaries to their employees.

  The prosecution rate in the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other labor disputes. Its low 

non-prosecution rate may be caused by the fact that the collection of 

evidence is made in the field with the law enforcement activities. The 

punishment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stricter than in the past as the prosecutors’ office operates the “system 

putting priority on occupational safety” and adopts punishment standards such 

as the stricter punishment in case of the death of employe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cases related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hich are the critical topic on the 

employer’s unfair labor behaviors, have significantly higher non-prosecution 

rate than those for other cases and other labor dispute cases for the 

prosecutors. That may be caused by the fact that the number of cas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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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s related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e significantly fewer and that the proof of unfair labor behaviors is more 

difficult than other labor cases. But, the high non-prosecution rate may mean 

that the prosecutors are taking less active positon against the essential 

solution of labor dispute cases. So, the prosecutors need to take a new 

position against those kinds of cases to establish the right labor-management 

relation by taking an active and balanced position in the labor dispute cases.

  To solve the problems which were found related to the prosecutors’ handling 

of labor dispute cases, the prosecutors should enhance their investigation 

capability by designating professional prosecutors, special investigators and 

designating and operating the “system of prosecutors” office putting emphasis 

on labor cases” based on professionalism, fairness, promptness and efficiency 

so that the professional prosecutor can solve all processes until the dispute 

can be finally solved. 

  The reliability of the investigation itself shall be enhanced by appointing a 

person who takes a balanced position for labor and management at the labor 

dispute involved such as professional investigation advisors, prosecutors’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 or prosecutors’ civilian member in order to 

raise the fairness of the investigation for concerned parties. 

  These efforts should be made by the prosecutors’ office to be reborn as a 

fair, reliable and professional dispute solving organization with respect to labor 

disputes by taking full use of the prosecutors’ own dispute solution system 

such as criminal settlement members who work in the prosecutors’ office.

Key words: prosecutors, labor case, labor dispute, current labor case handling, 

handling of labor case, improvement method, labor dispute 

settl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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