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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의 단축 또는 장시간 노동 체제에서 정상 노동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휴일이 근로자의 피로회

복과 여가 확보를 위한 휴식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은 해석론과 

입법론 두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상 휴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해석론에서는 최근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고용노동부의 현행 행정지침 등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별

개로 파악하는 견해는,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도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으로서

는 1주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동시에 연장근로로서 두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 즉 중복할증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만으로 휴일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시간 

노동의 극복을 위해서는 휴일근로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주휴일을 특정하고 주휴일의 근로는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둘째,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주휴일이 아닌 휴일의 근로는 당사자의 합의로 허용하되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 2014S1A5A2A0101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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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보상은 금전이나 시간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휴일근로나 그것을 

포함한 연장근로의 기간별 상한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색인어: 장시간 노동, 휴식, 주휴일, 휴일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할증

Ⅰ. 서론

1. 글의 목적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일반 근로자의 기본적인 휴식 제도이자 근로시간 제도

이다. 휴식 제도로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에게 

시민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시간(여가)을 확보해 준다.1) 근로시간 제도로서는 

근로시간의 배치와 길이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규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휴일의 규범적 기능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다.2) 현재 우리 노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장시간 노동인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휴일 규제의 미준수 즉 휴일에 빈번하게 

행해지는 근로이기 때문이다. 실제 1주 52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이 행해지는 

사업장의 과반수에서는 휴일근로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소송의 홍수를 이룬 통상임금 소송 중에는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이 문제된 

사건이 상당히 많다.

이 글의 목적은 ｢근로기준법｣상 휴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표현되는 장시간 노동 체제의 극복 혹은 정상 노동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의 유지ㆍ발전과 국민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현재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휴식 제도 전반에 걸친 개정이 필요하겠지만3) 그 중에서

도 휴일 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이다. 휴일 제도의 개선 방안은 해석론과 

 1)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619;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2) 관련된 기존 논의와 실태 등에 관해서는 배규식 외, 장시간노동과 노동시간단축(I) , 한국노동연

구원, 2011을 참고하기 바람.
 3) 휴식 제도 전반에 걸친 해석론인 강성태,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소고”, ｢사법｣ 

제34호, 사법발전재단, 2015 및 입법론인 강성태, “근로기준법상 휴식 제도의 개정”, ｢노동법연구｣ 
제40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6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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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 두 측면에서 모두 살펴본다. 우선 해석론에서는 지난 5년간 하급심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즉 휴일근로

가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상태 

하의 휴일근로)에 가산수당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

다. 다음으로 입법론에서는 휴일근로의 문제 해결에서 해석론의 한계를 보충하고 

휴일의 보장과 휴일근로의 제한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이 글을 해석론과 입법론의 순으로 구성한 데에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2011년 필자는 휴일근로에 관한 글을 ｢장시간 노동과 근로시간 단축(II)｣에 

실었다.4) 그 글에서 일상화된 휴일근로가 장시간 노동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 

그 법적 배경에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현행 행정지침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 글이 

발표될 즈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

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들을 제기하였고, 2012년부터 하급심의 관련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급심의 견해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상태에서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과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로 갈렸다. 현재 중복할증에 관해 결론을 달리한 두 개의 서울고법 판결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5) 학설에서도 하급심 판결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중복할증 긍정설과 부정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6) 그렇다면 어느 

 4) 강성태, “휴일근로”, 박제성 외, 장시간 노동과 근로시간 단축(II) , 한국노동연구원, 2011, 4-25
면을 말한다. 이 책자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장시간 노동의 현황과 원인 및 문제점 등을 진단한 
배규식 외, 앞의 책과 함께 장시간 노동의 극복을 위한 법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5) 서울고법 2012. 2. 3. 선고 2010나23410 판결은 중복할증을 부정한 반면, 서울고법 2012. 11. 
9. 선고 2010나50290 판결은 중복할증을 긍정하였다. 

 6) 중복할증을 긍정하는 견해로는 첫 하급심 판결인 대구지방법원 2012. 1.20. 선고 2001가합3576 
판결을 소개, 지지한 김홍영, “휴일근로를 1주간의 연장근로에 산입–대구지방법원 2012. 1.20. 
선고 2001가합3576 판결”, ｢노동법학｣ 제42호, 한국노동법학회, 2012을 비롯하여 강선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첩지급”, ｢노동리뷰｣ , 한국노
동연구원, 2013; 김홍영, “휴일근로를 주간 연장근로에 포함 관련-근로시간 제한 입법론 검토”, 
한국고용노사관계회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5; 박은정,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 ｢노동법학｣ 제51호, 한국노동법학회, 2014 등이 있다. 반면에 중복할증을 반대하는 견해로
는 박지순, “장시간근로 관련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12년 노사정위원회 3차 실근
로시간단축위원회(2012. 4. 25.) 발표자료를 비롯하여 김희성,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노동법논총｣ 제30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4; 이승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시간 포함해 할
증임금 중복지급을 부인한 사례”, ｢노동법률｣ 2014년 8월호, 중앙경제; 이승길ㆍ김준근, “휴일근
로의 연장근로 해당여부와 개선방안”,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조영길ㆍ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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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주장이 타당한가? 이 글의 전반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를 둘러싼 해석론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 

휴일 규제의 미준수 즉 휴일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위의 2011년 

필자의 글도 주된 관심이 가산수당의 추가지급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의 해결을 

위한 휴일근로의 제한에 있었다. 그리고 휴일근로가 제한되어야만 가산수당의 

추가지급을 둘러싼 노동 분쟁이나 소송도 줄일 수 있다. 해석론 외에 입법론이 

필요한 까닭 즉 휴일근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고 휴일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 글의 후반부는 

이 문제를 다룬다.

Ⅱ. 휴일 제도의 해석론적 검토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소재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나왔는데, 

통상임금 소송은 가산임금 제도의 산물이다. 통상임금은 실제의 임금이 아니라 

특정한 법정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서 통상임금 소송의 주된 

청구취지는 사용자가 법정 수당 계산에서 사용한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한 통상임금에 미달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본래 받았어야 

할 법정 수당보다 사용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으므로 그 차액을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통상임금 소송에서 문제되는 법정 

수당은 할증임금 등으로 불리는 가산임금(또는 가산수당)이다. 여기서 가산임금이

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할증)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가산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임금이라는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통해 연장근로 등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선, “휴일근로에 대한 간외 근로의 중복할증 여부에 대한 판례 고찰”, ｢노동법포럼｣ 제13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4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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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된 금전적 이익이 도리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유인하고 있다. 여기에 

임금 체계의 후진성 즉 근로자의 총 급여에서 가산임금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실무상 뜨겁게 쟁점이 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란 휴일근로의 

시간수와 연장근로의 시간수를 별개로 계산해야 하는가 아니면 휴일근로의 시간수

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미 법정기준시간인 40시간을 근로하고 있었는데 일요일

에 특근 명목으로 7시간을 추가 근무하였다고 할 때,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7시간분

의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가 아니면 7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에 더하여 

7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이다. 휴일근로와 연장

근로는 별개라는 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본다(이하 ‘중복할

증 부정설’이라 함). 반면에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이하 ‘중복할증 

긍정설’이라 함). 한편,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일요일 특근으로 10시간을 근무하였

다면 그 중 1일 법정기준시간(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두 견해 모두 

이론(異論) 없이 중복할증을 긍정한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실무상 쟁점이 된 것은 2012년부터이다. 첫 하급심 판결인 

대구지법 2012. 1.20. 선고 2001가합3576 판결은 중복할증을 긍정하였으나, 곧이어 

나온 서울고법 2012. 2. 3. 선고 2010나23410 판결은 중복할증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선고된 서울고법 2012. 11. 9. 선고 2010나50290 판결은 다시 

중복할증을 긍정하였다. 이후의 하급심 판결들은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할

증을 긍정하였다. 중복할증에 견해를 달리한 위의 두 서울고법 판결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학설에서도 중복할증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2. 중복할증 부정설

(1) 행정해석

중복할증 부정설은 행정해석에서 시작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오래 전부터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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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라는 입장을 가졌다.7) 관련 행정해석은 심지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으나, 이 부분은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에 따라 

이후 변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8) 및 “휴일에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

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라는 취지의 행정해석9)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2) 하급심

서울고법 2012. 2. 3. 선고 2010나23410 판결은 중복할증 부정설의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이다. 같은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법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는 점,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따로 보호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간 법정기준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1주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그 시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1주 

12시간 이내라고 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는 것은 종래의 

관행10)이나 판례의 취지와도 상반된다고 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이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같은 판결은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7) 근기 01254-19049, 1981. 6. 19. 등.
 8) 근기 68207-2855, 2000. 9. 19.
 9) 근기 68207-3125, 2002. 10. 28.
10)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의 노동관행에서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

켜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였다고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가 내려진 적이 없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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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후 하급심 판결 중 유일하게 같은 입장을 취한 서울중앙지법 2016.6.23. 

선고 2012가합88902 판결의 논리도 위의 서울고법 2012. 2. 3. 선고 2010나23410 

판결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두 판결의 결론적 입장 즉 ｢근로기준법｣상 1주간은 

근로의무일만을 기준으로 하고 휴일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론의 논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이다. ① ｢근로기준법｣ 등이 근로의무일과 휴일의 구분을 기초로 

하고 있고, ② 기존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합치하며, ③ 만약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게 되면 다수의 사업장을 행정적, 형사적으로 제재해야 함으

로써 현실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법적 근거이고 마지막 부분은 일종의 현실론이다.

(3) 학설

하갑래 교수는 일찍부터 이 견해를 취했다. 하 교수의 종전 견해는 “휴일의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제한 시간인 1주 12시간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법 논리에 맞다.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주당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므로 따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11) 그러나 하 교수는 2012년 이후 입장을 변경했

다.12)

본격적 논쟁이 시작된 후 학계에서는 박지순 교수가 처음으로 이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근로기준법이 제55조에서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1주는 근로일과 휴일로 구성되며 1일은 근로일 또는 휴일을 가리지 않는 중립적인 

역상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면 1주간 40시간이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대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시간수를 의미하게 되고, 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은 그 근로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연장근로의 상한을 의미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13) 이 주장은 서울고법 2012. 2. 3. 선고 2010나23410 판결의 

주된 논거와 같은 것이었다. 

11) 하갑래, ｢근로기준법｣(제21판), 중앙경제, 2009, 380면. 
12) 하갑래, ｢근로기준법｣(24판), 중앙경제, 2012, 362면.
13) 박지순, 앞의 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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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4년에 들어 중복할증 부정설에 선 글들이 여러 편 발표되었는데,14) 

이들 역시 서울고법 2012. 2. 3. 선고 2010나23410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소개하거나 

약간씩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다.15) 

3. 중복할증 긍정설

(1) 하급심 

대구지법 2012. 1. 20. 선고 2011가합3576 판결은 하급심에서 최초로 중복할증 

긍정설을 취했다. 같은 판결은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들과 이 사건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소개한 후, (이 규정들이)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

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중복할증 긍정설의 본격적인 전개는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0나

50290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같은 판결은 먼저 가산임금제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의 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즉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기준 근로

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1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유급휴일 자체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물론이고, 1주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유급휴일 

14) 각 글의 요지는 이승길ㆍ김준근, 앞의 글, 622-624면 참조 바람.
15) 예를 들어 조영길ㆍ정희선의 글에서는 중복할증 긍정설을 취한 하급심 판결들은 기존 대법원 

판결들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희성의 글은 서울고법의 논리에 더하여 중복할
증을 인정한다면 휴일근로의 할증임금은 거의 모두 100% 할증됨으로써 휴일근로의 할증율을 
50%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점도 추가하고 있다. 이승길ㆍ김준
근의 글에서는 일본 노동기준법의 해석례를 가져와 중복할증 긍정설을 비판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한 비판으로는 정영훈, “일본의 근로시간법제”, 김기선 외, ｢근로시간법제
의 합리적 개편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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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도 역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 및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

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므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여기에 더하여, “이러한 해석은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추가고용 없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할증임금 

50%의 휴일근로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제한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을 부연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이란 실근로시간으로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고)”, ｢근로기준법｣상 “‘1주’란 역(曆)상 7일, 즉 연속하는 

7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에서도” 중복할증 긍정설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관행 등을 주장하는 중복할증 부정설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잘못된 해석은 바뀌어야 할 대상에 불과하지,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유지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복할증을 부정하는 

견해는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되어 따로 보호되므로 휴일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로 분류되어 따로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야간 근로시간인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그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후 하급심들은 앞서 본 서울중앙지법 2016.6.23. 선고 2012가합88902 판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의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0나50290 판결과 같은 

중복할증 긍정설을 취하였다.16) 

(2) 학설

필자는 앞서 말한 대로 하급심에서 이 문제가 다투어지기 전인 2011년에 고용노

동부의 행정해석을 비판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현실적인 문제점 외에도 다음 세 가지의 이론적인 잘못이 있다는 

16) 가령 대구지법 2013. 9. 4. 선고 2012나61504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12. 12. 선고 2013가합
15846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9. 4. 선고 2014가합543847 판결, 창원지법 2016. 1. 27. 선고 
2015노199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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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첫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하는 목적 및 보상의 이유가 다르고, 

둘째 가산임금 계산에서 야간근로의 시간수는 연장근로의 그것에 포함시키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으며, 셋째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제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에도 반한다.17) 

김홍영 교수는 ‘1주간’은 연속한 7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이유와 취지가 상이한 점, 가산임금제를 

규정한 제56조는 중복할증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점, 중복할증 부정설은 ｢근로기준

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등 연장근로에 관한 여러 규정과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법 해석으로는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이 

1주에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아울러 휴일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8) 

강선희 박사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은 1주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보는 

점과 함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할증의 목적과 사유가 

상이한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중복할증을 긍정한다.19)

박은정 교수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중복할증을 긍정한다. 첫째 ｢근로기준법｣상 

1일이나 1주간의 의미는 달력상의 것이다. 둘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도 양자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 목적은 다르므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다. 셋째,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인 경우에도 휴일근로에는 가산수

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과 균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 옳다. 넷째, 법정기준시간을 단축하여 

온 ｢근로기준법｣ 개정의 경과를 고려할 때도 중복할증 긍정설이 타당하다.20) 

17) 강성태, 앞의 글(주 4), 25면. 한편 두 번째 논거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억제의 이유가 다르다고 한다. 확실히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에 해로운 야간시간대의 근로를 
억제하고 보상하려는 것임에 비해,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휴식에 해로운 근로를 예방하고 보상하
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근로시간의 길이 규제를 위한 연장근로가산수당과 
달리 근로시간 배치의 열악성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8) 김홍영, 앞의 글(주 6, 2012), 74면 참고.
19) 강선희, 앞의 글, 102-103면 참고.
20) 박은정, 앞의 글, 277-28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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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론의 검토

(1) 개괄적 평가와 검토의 범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에 관한 해석론의 최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0나50290 판결이다. 같은 판결의 주요한 논거는, 유급휴일이 1일 

단위에서 법정기준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주 단위의 기준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것도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억제의 필요성이 

강한 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제한의 대상이 다른 점,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가 제공된 시간이면 그것이 연장근로이든 휴일근로이든 

상관없다는 점, ｢근로기준법｣상 1주란 역(曆)상 7일, 즉 연속하는 7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 잘못된 행정해석을 신뢰한 노동관행은 변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그것이 잘못된 해석을 유지할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의 경우 중복할증이 인정되는 점과의 형평 등이다. 

이러한 논거들은 중복할증 긍정설의 충분한 근거이자 기실 제시될 수 있는 

근거는 대부분 망라된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근로기준법｣의 체계와 목적에 

맞는 해석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중복할증 부정설이 법적 근거로서 

특히 강조하는 두 가지, 즉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의미에 관한 부분과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의 이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1주간의 의미 

중복할증 긍정설과 부정설이 가장 대립하는 부분은 근로시간 규제에서 ‘1주간’

의 의미 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법정기준시간)의 ‘1주간 40시간’과 같은 

법 제53조(연장근로의 한도)의 ‘1주간 12시간’에서 1주간의 의미이다. 

기실 이 논쟁이 있기 전까지 1주간을 파악할 때 소정근로일만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학설에서든 판례에서든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점은 국제노동기준

이나 외국에서도 다르지 않다. 즉 노동관계법에서 1주간이란 달력상 연속하는 

7일로서 기산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의 직전일인 일요일 

오후 12시까지를 1주간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중복할증 부정설은,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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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3. 선고 2010나23410 판결을 시작으로 한결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에서 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일 또는 소정근로일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휴일은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주된 논거로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들은 소정

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고 있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든다. 

확실히 우리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

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곧바로 1주가 소정근로일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결론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일과 휴일의 구분은 사용자가 1주 동안 적어도 하루 

이상은 근로자에게 휴일을 주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지 1주 자체의 의미를 

｢근로기준법｣상 여타 규정들과 달리 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점은 서울고법 2012. 

2. 3. 선고 2010나23410 판결이 1주간이 근로의무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든 첫 번째 든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 내용에 의하면, 법정근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논거로서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점만 보아도 이 주장의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같은 판결이 인용한 문구는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일부이다. 

그런데 이 문구는 ‘실제 근로한 시간’(실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따질 때 실제 

근로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한 휴게시간은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지,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졌지만 실제 근로한 경우에도 이를 실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계산하라는 취지가 아니다.21) 같은 논리로 1주가 

근로일과 휴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으로부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자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근로기준법｣이 당사자 

21)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하되 그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어느 날 근로자
가 상사의 지시로 휴게시간 없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근로자의 실근로
시간은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9시간이 되어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되지, 8시간
의 실근로시간과 1시간의 휴게시간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취업규칙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했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에 이루어진 근로가 실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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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합의와 주간 한도 등 법적 요건의 부과를 통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연장근로뿐이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 부과 없이 

가산임금의 지급만을 규정한다. 중복할증 부정설의 논리대로라면 휴일근로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되고 있는 야간근로 역시 연장근로의 계산에서 제외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연장근로를 휴일근로나 야간근로와 달리 규율하는 

이유는 연장근로가 근로시간의 길이를 제한하는 것인 반면,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는 근로시간의 배치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복할증 부정설은 연장근

로에 해당하지 않는 휴일근로(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40시간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휴일근로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점 즉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부정의가 있다는 점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

중복할증 부정설의 문제점은 그 논리를 현실에 적용하여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근로의무일 또는 소정근로일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매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은 5일 내지 6일이지만, 5월 초순처럼 법정휴일

인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이 많은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3일 이하가 되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고 전자만으로 1주간 법정기

준시간과 연장근로의 최대한도(가령 일반 근로자인 경우 52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의 1주간 최대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뿐더러 

휴일이 많을수록 늘어난다는 지극히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

의 5월 첫째 주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각각 4일과 3일이고, 5월 둘째 주에는 평소와 

같이 각각 5일과 2일이라고 하자. 중복할증 부정설의 입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에는 소정근로일 4일 동안 52시간 그리고 휴일 3일 동안 24시간(1일 8시간 

× 3일) 등 총 76시간이 최대근로시간이 되고, 5월 둘째 주에는 5일 동안 52시간 

그리고 휴일 2일 동안 16시간 등 총 68시간이 최대근로시간이 될 것이다. 

(3)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의 이해

이 판결은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등 중복할증 부정설의 아주 중요한 법적 

근거 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8시간 이내에서는 휴일근로수당

만 지급하면 충분하고, 오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의 시간에만 휴일근로수

당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22)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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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문은 의미를 확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판결문을 정확히 살펴보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관계에 관한 판결문의 서술은 총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문단은 사실관계와 원심을 요약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장 큰 쟁점은 1일 평균 근로시간이 12시간(원고의 주장)인지 아니면 

9시간(피고의 주장)인지에 있었고, 원심은 피고의 주장대로 1일 1시간을 연장근로

로 인정하였다고 설시했다. 둘째 문단은 상고이유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가 지급한 

연장근로수당(판결문에서는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에 맞게 지급된 것인지를 살핀 후, 일부 기간은 맞지만 일부 기간의 계산은 틀렸고 

따라서 상고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세 번째 문단이 각종 글에서 

인용되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관계를 밝힌 부분인데,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나아가 원심은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시간외 근로수당으로서 정상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를 통한 모든 시간외 근로

시간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휴일 근로수당으로서 휴일의 

소정 근로 8시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에다가 휴일 겸 시간외 근로시간

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는 바, 

휴일 근로나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소정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계산방식은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밑줄은 필자)

그런데 밑줄 친 부분의 해석이 쉽지 않다. “휴일 근로수당으로서 휴일의 소정 

근로 8시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에다가 휴일 겸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가산하는 방식”이라고 설시한 부분만 

떼어 읽으면, 중복할증 부정설이 주장하는 대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별도로 분리하여, 1일 8시간 이내에는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여 지급하라고 

22) 물론 이 판결이 그런 내용이라고 해도 판례는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 법의식의 
변화, 법 이론의 발전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판지에 구속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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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이 설시의 바로 앞에 붙는 “시간외 근로수당으로서 

정상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를 통한 모든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라는 문구를 붙여 읽게 되면 의미는 아주 달라진다. 

왜냐하면 중복할증 부정설의 용어로는 근로의무일 또는 소정근로일로 부를 수 

있는 ‘정상 근로일수’의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휴일 근로일수’의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서도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 근로일수의 시간외 근로시간은 그 뒤에 나오는 휴일 겸 시간외 

근로시간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요컨대 이 판결을 특정 견해의 

결정적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이론적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무엇보다도 이 

판결문 읽기의 어려움 때문에 위험한 일이라 하겠다.

Ⅲ.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한 입법 방안

휴일근로의 제한은 장시간 근로 문제의 해결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조건

이다. 구체적 방안에 앞서 우선 출발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본 

해석론 대립의 이면에는 법 개정의 출발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휴일에 관한 현행법의 규율이 국제노동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휴일근로는 어느 정도 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입법적 개선론의 기초가 될 

것이다. 

1. 입법적 개선의 전제로서 1주 최대근로시간의 확인

(1) 해석론 대립의 이면(裏⾯)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를 둘러싼 해석론 대립의 본질에는 현행 ｢근로기준

법｣상 1주 최대근로시간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다. 즉 이 논쟁은 외견상으로는 

휴일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얼마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금전적 또는 민사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들어가면 

그 이면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가 가능한가라는 정책적, 형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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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관한 입장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입법적 개선의 출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이기도 하다. 

이 점은 2013년 이후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 사이 그리고 국회에서 논쟁의 원인이기도 하다. 

2015년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노사

정 대타협) 및 다음 날인 9월 16일의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1주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1주간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휴일이 포함됨을 명시하겠다는 안)에 대해 다수의 노동법학자

들이 가장 비판하는 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간 최대근로시간이 이미 52시간

이라는 사실이다. 즉 1주 52시간은 근로시간의 단축이 아니라 현행법의 확인이라는 

것이다.23)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중복할증 부정설을 취한 두 개의 하급심 판결도 

입법론으로는 휴일근로도 법정기준시간의 주간 한도(｢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이다.24) 

(2) 1주 최대근로시간 68시간론의 문제점 

중복할증 긍정설 즉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의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는 

주간 최대근로시간을 1주간 법정기준시간의 최대한(40시간)과 연장근로의 최대한

(12시간)의 합인 52시간이라고 본다. 반면에 중복할증 부정설 즉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는 법정기준시간의 최대한(40시간)과 

연장근로의 최대한(12시간)에 휴일근로의 최대한의 합으로 파악한다. 후자를 취하

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일의 근로의무일과 2일의 휴일로 

23) 강성태,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 ｢노동법학｣ 56호, 한국노동법학회, 2015, 93-96면 
참조. 비판론에서는 정부가 잘못된 행정지침을 통해 1주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온 것이므로 관련 행정지침을 고치면 그만이지 마치 현행법이 잘못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강성태, 위의 글, 95면).

24) 예를 들어 서울고법 2012. 2. 3. 선고 2010나23410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휴일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의 근로시간인 40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론상 합리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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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의 최대한은 16시간(1일 법정기준시간인 8시간 × 

2일)이므로 주간 최대시간은 68시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68시간론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

먼저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근로시간법의 역사적 개정 과정을 무시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드는 해석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주간 법정기준시간은 최초 

48시간에서 44시간을 거쳐 현재 40시간까지 단축되어 왔다. 그런데 여러 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1주간 연장근로의 최대한도는 12시간으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논리를 적용하면 

결론은 다음 박스와 같다. 

<표 1> 고용노동부의 논리에 따른 1주 최대근로시간의 변천

① 1주 법정기준시간이 48시간이던 때 : 68시간

 【 1주 법정기준시간 한도 48시간 +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 1일의 휴일근로

시간 8시간) = 68 시간】

② 1주 법정기준시간이 44시간이던 때 : 64시간

 【 1주 법정기준시간 한도 44시간 +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 1일의 휴일근로

시간 8시간) = 64 시간】

③ 1주 법정기준시간이 40시간인 현재 : 68시간

 【 1주 법정기준시간 한도 40시간 +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 2일의 휴일근로

시간 16시간) = 68 시간】

이런 고용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일반 근로자의 주간 최대근로시간은 68시간에

서 64시간으로 줄었다가 다시 68시간으로 늘었다는 것이 된다. 법정기준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1주 최대근로시간은 전혀 줄지 않거나 현행법에 이르러 도리어 

증가하였다는 말이 된다. 요컨대 고용노동부의 68시간론은 우리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단축 역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의 68시간론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5일의 근로일과 

2일의 휴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 중 적어도 1일 이상은 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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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강제하고 있을 뿐이다. 즉 6일 이하의 근로일과 1일 이상의 휴일로 구성하기

만 하면 될 뿐 근로일과 휴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지는 노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일부에서는 1주 법정기준시간이 40시간이고 1일 법정기준시간이 

8시간인 점을 이유로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 5일제를 택하고 있는 것처럼 전제하

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주 5일제도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7시간, 토요일에는 5시간을 근무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1주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까지 활용한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하고 금요일부터 3일의 휴일을 가지도록 하거나(이 경우에는 매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씩 총 8시간이 연장근로가 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7시간씩 일하는 것(이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된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6일의 근로일을 전제한 규정도 있다. 예를 

들어 연소자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9조의 단서에서는 “당사

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일의 한도가 1시간이므로 1주일에 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려면 

최소한 6일은 근무해야 하는 것이다. 

2. 현행법상 휴일 규제와 휴일근로의 현황

(1)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제25)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제55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56조). 또한 주휴일 부여 의무의 위반(제110조제1항)과 가산임금 지급

의무의 위반(제109조제1항)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벌칙을 두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원칙적으로 주휴일이지만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외에 다른 휴일의 근로도 포함된다. 

휴일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은 ILO 제14호 협약(공업 부문의 주휴일 협약, 1921년)

과 제106호 협약(상업 및 사무직 부문의 주휴일 협약, 1957년)이다. 두 협약상 

주휴일은 매주 정기적으로 주어야 하고(정기 부여), 휴식 기간은 단절 없이 24시간 

25) 자세한 내용은 강성태, 앞의 글(주 4)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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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부여되어야 하며(연속 부여),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제히 부여되어

야 하고(일제 부여), 가능한 해당 국가와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상 휴일로 정해진 

날과 일치하도록 정해야 한다(전통이나 관습의 존중). 한편 2003년 11월 4일에 

만들어진 유럽연합의 현행 근로시간 지침(2003/88/EC : 2003년 근로시간지침)은 

주휴일(weekly rest)과 관련해서 제5조에서 “회원국은 모든 근로자에게 매 7일마다, 

제3조26)에 따른 매일 11시간의 휴식에 더하여 24시간 이상의 연속하는 휴식이 

부여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의 국제노동기준과 유럽연합 기준에 비교할 때, 현행 휴일 제도에서는 정기적 

부여, 일제 부여, 전통이나 관습의 존중 등은 요구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현행법은 

국제노동기준이나 유럽연합 지침이 요구하지 않는 주휴일의 유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2) 휴일근로의 현황

행정해석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의 주간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후술

하듯 다수설은 주휴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법 해석에 따른 법 적용은 현실의 장시간 노동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장시간 

노동에서 휴일근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27) 전체 산업에서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7.4%로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12.8%)의 60%를 넘는다. 제조업에

서는 비율이 더 높아서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17.3%로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22.7%)의 80% 가량이 된다. 제조업 중에서는 특히 

자동차제조업(해당 업종 전체의 33.7%), 1차 금속제조업(32.8%), 고무제품제조업

(21.9%), 섬유제품제조업(21.2%) 등에서 휴일근로의 비율이 높다. 배규식 박사에 

따르면,28)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이 매우 긴 편이었는데 <표 2>에서 보듯이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휴일근로였다. 

26) 일간휴식(daily rest)에 관한 제3조는 “회원국은 모든 근로자에게 24시간당 최저 11시간의 계속된 
휴식이 매일 부여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2) 원자료.
28) 배규식, “한국의 노동시간추세와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 한국의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정책, 

제819회 정책&지식 포럼(2016. 4. 4., 서울대 행정대학원), 9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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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현대자동차 시급제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 구성과 추이 (단위 : 시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일 2,023 1,951 2,021 2,027 1,955 2,035 2,026

평일소정 1,670 1,621 1,672 1,701 1,662 1,658 1,639
(연장) 353 330 349 326 293 377 387
휴일 494 445 507 374 285 453 652
계 2,517 2,396 2,528 2,401 2,240 2,488 2,678

 

이 점은 자동차부품업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표 3>에서 보듯이 2011년 기준 

해당 업체들의 월평균 휴일근로일수(표에서는 ‘특근’으로 표시)는 3.8회에서 4.9회

까지였다. 

<표 3> 자동차부품업체 근로시간 

조합원수
2011년 

평균근로시간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월평균 

잔업횟수
월평균 

특근횟수
100인 미만 2,945 (3,102) 89.9 19.6 4.5
100-300인 미만 2,433 (2,671) 70.2 16.5 3.8
300인 이상 2,753 (2,770) 81.6 13.7 4.9

평균 2,685 (2,856) 79.0 16.4 4.4

이렇게 휴일근로가 만연하면서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긴 국가들에 속한다. OECD 조사에 따르면,29)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2,124시간이다. 

이는 근로시간이 짧은 독일(1,371시간)보다는 무려 753시간이나 길고 OECD 평균 

1,770시간보다도 연간 354시간 즉 2.4달(우리나라 평균으로는 2달)이나 긴 편이다. 

3. 휴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 

휴일근로는 장시간 노동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한하

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근로시간 단축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휴일근로의 일상화와 이로 인한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석론의 

29)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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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산임금제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휴일이 휴식 제도

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먼저 주휴일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예외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주휴일을 제외한 여타의 

휴일은 당사자의 합의로써 근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보상은 시간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휴일근로나 그것을 포함한 연장근로의 기간별(가령 연간) 총량을 정해야 

한다. 

(1) 주휴일 근로의 금지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보면, 휴일과 주휴일은 구별되며 

주휴일 근로는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휴일 관련 규정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사용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그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근로기준법｣ 제110조)이고 다른 하나는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그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근로기준법｣ 제109조)이다. 요약하면 전자는 주휴일 

부여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고, 후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

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정한 것이다. 여기에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외에도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 휴일은 물론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휴일도 포함된다

는 것의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일관된 판례의 

입장을 합목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현행법은 광의의 휴일과 주휴일을 

구별한 후 주휴일의 근로는 벌칙으로서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여타의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허용하는 대신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0)

문제는 일부 학설을 제외하고,31) 다수의 학설이 주휴일 근로가 허용된다고 

해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임종률 교수는 주휴일 근로에 대해 주휴수당과 

30) 이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성태, 앞의 글(주 3) 참고 바람.
31) 가령 이병태 교수는 주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가와 무관하게 

제110조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병태, 최신노동법 (제9전정판), 중앙경제, 2008, 
818면.



   232  일반논단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이상 제55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32) 

고용노동부의 1주 최대근로시간 68시간론도 현행법상 주휴일 근로가 허용됨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상 1주 최대근로시간 52시간론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주휴일 근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이다. 

독일 근로시간법은 일요일과 법정휴일의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9조),33) 

법령이 정하는 16개 업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제10조). 프랑스의 노동법전

도 주휴(repos hebdomadaire)와 축일의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주휴와 관련

해서는, 먼저 1주에 6일을 초과하는 근로는 금지되고(L.3132-1조), 주휴는 일간휴

식 시간에 더하여 연속하는 24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L.3132-2조).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요일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L.3132-3조). 크리스마스 

등 11일의 법정축일의 근로는 상대적으로 규율이 엄격하지 않다. 18세 미만 근로자

의 근로는 금지되지만(L.3164-4조),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는 5월 1일의 근로만 

금지된다. 

우리의 경우도 주휴일 근로의 원칙적 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휴일과 그 밖의 휴일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1주에 6일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

으로 금지하되, 그 예외는 법령상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휴일은 

특정된 요일에 정기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되, 만약 주휴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요일을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으로 

32) 임종률, 노동법 (24판), 박영사, 2015, 444면. “연장근로의 경우와 달리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
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쉬지 않은 것을 휴일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할 때에는 주휴일 근로는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유급주휴일 
부여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 현행법이 주휴일 근로를 연장근
로와 달리 제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휴일근로를 허용하려는 것으
로 볼 수 있고, 가산임금의 지급사유로 적법한 연장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도 병기한 것은 적법한 
휴일근로를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하나는 가산임금 지급대상인 연장근로에도 적법한 연장근로뿐만 아니라 위법한 연장근로(근로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도 포함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주휴일 
근로 이외에도 적법한 휴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즉 1주에 휴일이 2일 이상일 때 그 중 하루를 
제외한 날의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33) 근로시간법 제9조 제2항과 제3항은 일요일과 법정휴일의 개시 시점 및 그 변경을 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 0시부터 24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기적인 
주ㆍ야간 교대제 근무가 시행되는 사업에서 휴일 개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사업이 중단된다면,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의 시작 또는 종료시점을 최대 6시간까지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운전기
사와 동승자에 대해서는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의 시작시점을 최대 2시간까지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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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우리나라에서 휴일근로가 성행하는 원인 중에는 가산임금이 있다. 통상보다 

할증된 금전보상이 휴일근로의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휴일과 금전이 교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독일처럼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보상을 원칙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독일의 근로시간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행해진 일요일과 법정휴일의 

근로에 대한 보상은 대체휴일을 원칙으로 한다(제11조). 사용자는 일요일 근로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일로부터(해당일 포함) 2주 이내에 대체휴일을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평일인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일로

부터 8주 이내에 대체휴일을 주어야 한다(제11조 제3항). 독일의 경우에도 금전보

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이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한 

자율적인 것으로 노동법령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우도 독일의 근로시간법을 참조하여 시간보상을 휴일근로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예외적으로 실시된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빠른 

시기내의 대체휴식을 의무화함으로써 시간보상을 통해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주휴일을 제외한 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간보상

과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휴일근로의 총량 제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와 같이 질적으로 위험한 근로는 단순히 보상의 강화만으로

는 적절하게 규제할 수 없으며 여기에 더하여 일정한 기간(가령 연간)의 총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위협하

는 시간이므로 전체 근로시간의 규제에 더하여 이러한 시간대(즉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시간)만을 대상으로 한 기간별 총량을 함께 규제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연장근로 규제 방식이 참고가 될 것 같다. 

프랑스의 노동법전은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또는 법령이 정한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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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시간(연간 총량)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연간 한도에 관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법령상 연간 한도시간(220시간)이 적용된다(D.3121-14-1조).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은 연장근로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원칙적인 보상 방법은 가산임금

(또는 대체휴식)으로 법정 할증률은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최초 8시간의 연장근로 25%, 그 후의 연장근로 50%), 법정 할증률과 다른 할증률

(단, 10% 이상의 할증률)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연간 한도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의 지급 외에 유급의 

휴식(의무적 보상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Ⅳ. 결론 - 논의를 정리하며

2015년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노사정대타협이라 불리는 방대한 

양의 합의를 한 바 있다. 그 중 학계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근로시간 

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 합의했던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실무기구의 구성’이었다. 이 점은 실근로시간 단축 또는 장시간 

노동 체제의 정상 노동 체제로의 전환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유지ㆍ발전 및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인가? 법정기준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안처럼 보이지만, 이 방법은 지난 몇 년간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실 ｢근로기준법｣ 개정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리 효과적이지도 않았다. 앞서 본대로 가산임금 제도는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통해 사전적으로 장시간 근로 등을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는 가중된 보상이 도리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유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법정기준시간의 단축은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결되지 않고 도리어 연장근로시간

만을 연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금만 인상시키는 것으로 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도 휴일 제도에 대한 

올바른 법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져서 휴일근로가 적절하게 제한될 수 있다면, 



휴일 제도의 개선방안  235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현저히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실 

휴일은 주간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우리 노동법제에서는 연장근로를 규율하

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입법을 개선하는 경우도 근로시간 관련 

규정보다는 휴일 규정의 개정이 훨씬 간단하고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도 높다. 

일과 가정, 직장과 사회, 소득과 생활 등을 조화시키려는 현재 우리 국민의 욕구는 

휴식의 확대 및 충실화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상황에서 휴일의 충실한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은 입법 가능성도 높고 그 효과도 현실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휴식 제도로는 휴게, 휴일, 연차휴가가 

있지만, 실제 휴식 제도로서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휴일이 유일하기 

때문이다.34)

이 글은 이러한 휴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해석론과 입법론 두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해석론에서는 지난 5년간 하급심을 중심으로 뜨겁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즉 휴일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상태 하의 휴일근로)에 가산수당의 계산

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문제에 관한 가장 올바른 

견해는 중복할증 긍정설의 논거를 거의 모두 설시한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0나50290 판결인 것 같다. 같은 판결이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사전적 억제에도 있다고 본 점은 그동안 판례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중복할증 부정설은 법적 논거로 내세우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

은 소정근로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1주간의 근로시간 제한에는 휴일근로가 

제외된다는 주장은 비체계적이거나 비논리적이며, 또한 중요한 선례로 제시하는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에 대한 이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입법론에서는 해석론상 중복할증 긍정설과 부정설의 근저에는 입법론의 출발점 

즉 현행법상 1주 최대근로시간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선 설명하였다. 

근로시간 개정의 역사와 ｢근로기준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52시간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근로시간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초로 휴일근로를 제한

34) 휴게는 노동하는 중간에 잠깐 쉼으로써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를 잠시 회복하는 기능만을 담당하
고 있고, 일상적인 피로 회복을 위한 일간휴식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연차휴가는 법적ㆍ
현실적 제약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고용노동부의 기업체 노동
비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1.4일로 법정 기본휴
가일수인 15일에 못 미친다. 또한 근로자들은 발생한 연차유급일수 조차 여러 가지 이유로 소진
하지 못해 전체 근로자의 평균 사용일수는 7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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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입법 방안으로, 주휴일 근로의 원칙적 금지, 휴일근로의 시간보상, 

휴일근로의 기간별 총량 제한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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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

Amendment of Weekly Rest System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Kang, Seong-Tae*

35)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the Korean labor law is to to shorten working 

time in reality. This paper aims to review recent debate about relationship between 

overtime work and holiday work by recommending a reformation of statutory holiday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hereafter ‘the Act’).

The first half of this paper focuses on discussing the following point; how should 

holiday working hours should be considered when calculating overtime hours? 

The following can be concluded: Holiday working hours should be included in 

overtime hours, and employees should be paid an extra premium if holiday work 

is regarded as overtime. 

The second half of this essay is composed of the recommendation of amendments 

for weekly holiday system under the Act as followings. First, weekly holiday should 

be Sunday and the working of that day has to be prohibited, in principle. Second, 

in holidays excepts for Sunday might be permitted to work by a worker's agreement. 

Third, holiday working should be rewarded not by money, but by time, in principle.

□Key words: rest, weekly holiday(rest), overtime work, holiday work, extra 
premium

 * Professor,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