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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임금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2017. 12. 13.)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한 사

실이 없고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공지한 사실도 없는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

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심야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가수면 상태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

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

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

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

결).

오래 전 확립된 위 법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의 무급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번번이 임금지급 의무를 부정해왔다. 경비업의 특성 상 휴게

시간이 방해받는다 해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논리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

심은 “휴게시간 중 긴급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에 착수해야 하는 근무형태에 기

인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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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고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공지한 사실도 없는 등,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의 증거가 있는 반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보

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앞으로 ‘휴게시간’ 인정을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아파트 현장에서 심야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에 주목한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들의 형식적 근로시간을 줄이고 명목적

인 '가짜'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가 경비업에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경비노동자들

은 더욱 강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인정한 이번 판결의 의의는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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