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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労務トピック(2014 年 10 月 14 日号)

1．法院が「懲戒委員会の審査などの懲戒手続きなしに人事命令だけで行われた労働者に対
する『懲戒性』の補職変更は違法」という判決を下しました。
2012年2月、A病院の趙氏の病棟では有効期間の過ぎた輸血を幼児患者に投与した過失が発
生しました。病院は病棟の看護工長だった趙氏に始末書を提出するようにし、それから3ヶ月後、趙
氏を一般看護士の補職に命じました。これに対し趙氏は辞職届を提出し、この措置に反発する訴
訟を起こしました。裁判で趙氏は、看護工長の職位を剥奪した病院の措置が懲戒とかわるところが
ないと主張しました。形式上では職務評価を経た人事命令と見られますが、降格処分と同様の効
果をもたらすという理由で、懲戒委員会の付託など、正当な手続きもなく行われたこの人事が無効
であると趙氏は主張しました。
裁判では「定期人事の時期ではないのに、趙氏の看護工長の職位を解除して一般看護士の職位
を与えたのは『降格』の懲戒処分に該当する」、「賞罰規定に定めているとおり懲戒委員会の審査
を経るなどの手続きに従わずに人事発令を出したのは手続きに重大かつ明白な違法があるため無
効」と判決しました。事実上、懲戒の目的があるなら、賞罰規定で定めた正式な手続きに従い処
分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趣旨です。また、病院側に職位降格で趙氏が受けられなかった
補職手当の計320万ウォンを支給せよと命じました。

2．今後、在外同胞労働者が国内に就職する場合は、一ヶ所のみに申告すればよくなります。
これまで訪問就業(H-2)ビザを所持した同胞労働者が就職して労働を始める場合、事業主は
労働開始日から10日以内に管轄の雇用センターに「労働開始事実」を申告しなければならず、
同胞労働者は労働開始日から14日以内に管轄出入国管理事務所に「就業開始申告」を二
重に申告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10月13日からは事業主または同胞労働者は雇
用センターや出入国管理所の一機関のみを訪問して申告すればよくなります。
また、オンラインを通した申告も一元化して事業主または同胞労働者が雇用許可制のホームペー
ジ(www.eps.go.kr)や法務部のハイコリアホームページ(www.hikorea.go.kr)のうち、一ヶ所
に接続して申告すればよくなります。雇用労働部は「今回の簡素化措置によって、昨年11万人の
雇用主および同胞労働者がメリットを受ける」とし、「申告1件の便益を5万ウォンで算定する場合、
55億ウォンの経済的効果が発生することにな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3．勤務成績が不良な試用職員の解雇は、30日前に予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解雇は人事権の一つではありますが、労働者の生存と関連したものであるため、多くの制約を受け
ます。労働基準法では解雇の際、正当な理由があるとしても即時解雇を禁止することが原則です
が、例外的に解雇予告をしなくてもいい場合を認めています。これに解雇予告の例外になる場合
をまとめた内容を次のページで説明しますので、業務にご参考ください。但し、解雇予告の例外に
なる場合に該当しても、紛争の素地を無くすためには解雇予告をすることがよい可能性もあるとい
う点も考慮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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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務成績が不良な試用職員解雇は、30 日前に予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使用者の一方的な解雇権の行使は、労働契約によって提供する勤労の代価としての賃金で生
活を維持してきた労働者の生活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こととなるので「解雇」をめぐっては法律上
の様々な問題が発生します。そのため、韓国の労働法では解雇に関して労働法上の様々な制限
を加えて勤労者を保護しています。今回は解雇のとき、事前に解雇を予告する解雇予告制度に
関してまとめてみました。

根拠法：勤労基準法第 26 条
勤働者を解雇するには 30 日前に解雇予告をしなければならず、予告をしなかったときは 3
0 日分以上の通常賃金を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天災‧事変、その他のやむを得な
い事由で事業を続けることが不可能な場合または労働者が故意で事業に莫大な支障を招い
たり、財産上損害を与えた場合として雇用労働部令で定める事由に該当する場合には例外。

解雇予告の例外になる勤労者の帰責事由
1．納品業者から金品や接待を提供されて不良品を仕入れて生産に支障をもたらした場合
2．営業用の車両を任意で他人に代行運転するようにして交通事故を起こした場合
3．事業の機密やその他の情報を、競合関係にある他の事業者などに提供して事業に支障を
もたらした場合
4．虚偽事実を捏造して流布したり不法集団行動を主導して事業に莫大な支障をもたらした
場合
5．営業用車両の運送収入金を不当に着服するなど、職責を利用して公金を着服、長期流
用、横領もしくは背任した場合
6．製品または原料などをこっそり盗んだり、不法搬出した場合
7．人事‧経理‧会計担当の職員が労働者の勤務状況実績を操作したり、虚偽書類などを作
成して事業に損害を与えた場合
8．事業場の器物を故意で破損して生産に莫大な支障をもたらした場合
9．その他の社会通念上、故意で事業に莫大な支障をもたらしたり、財産上の損害を与えたと
認められる場合

解雇予告規定が適用されていない勤労者の類型
第 35 条(予告解雇の適用例外)
第 26 条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勤労者には適用しない。
1．日雇い勤労者として 3 ヶ月間勤務していない者
2．2 ヶ月以内の期間を定めて使用された者
3．月給勤労者として 6 ヶ月になれなかった者
4．季節的な業務に 6 ヶ月以内の期間を定めて使用された者
5．試用使用中の労働者
勤労改善政策科-3373、2014.6.13
｢勤労基準法｣第 35 条第 3 号で｢月給勤働者として 6 ヶ月にならない者｣に対して、解雇予
告の適用例外を規定しているが、ここで表現する｢月給勤働者｣は賃金を月給の形で支給され
る者を意味する(憲裁 2001.7.19 宣告 99 憲マ 663)。
つまり、月給勤働者とは、勤労契約を締結して業務に従事する勤働者として時間給‧日給‧月
給などの賃金計算方法ではなく、賃金を月 1 回ずつ支給される常勤勤労者を指します。
したがって、賃金計算方法が時給制の労働者であっても、賃金を月 1 回の月給制の形で支
給されることになれば、試用期間を経て 6 ヶ月以内に解雇する場合は解雇予告の例外に該
当します。

○ 解雇予告の例外事由に該当するとしても、必ず勤労者に対する解雇が正当な解雇と見な
すことはできない。
○ また、勤労者を解雇して解雇予告をしなかったとしても、正当な解雇事由がある限り解雇
自体は有効である。
○ 勤労基準法第 26 条の「解雇予告」は強行規定ではなく、断続規定でこれを遵守しなくて
も解雇の効力には影響を及ぼさ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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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무 TOPIC (2014 년 10 월 14 일)

1. 법원이 "징계위원회 심사 등 징계절차 없이 인사 명령만으로 이뤄진 근로자에
대한 '징계성' 보직 변경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2년 2월 A 병원의 조씨 병동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과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은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3개월 뒤 그를 일반 간호사 보직으로 발령을 냈고 이에
조씨는 사직계를 제출하고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조씨는 수
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병원의 조치가 징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
상으로는 직무평가를 거친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
래한다는 이유에서,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이뤄진 이 인사가
무효라고 조씨는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
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며 '상벌규정에 정한 대
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
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상 징계 목적
이 있다면 상벌규정에서 정한 정식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입
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에 직위 강등으로 조씨가 받지 못한 보직수당 총 320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 내렸습니다.

2. 앞으로 재외동포 근로자가 국내에 취업할 경우 한 곳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껏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동포근로자가 취업해 근로를 시작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사실’을 신고해야
했고, 동포근로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
시신고’를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3일부터는 사업주 또는 동포근로
자는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소 중 한 기관만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한 신고도 함께 일원화해 사업주 또는 동포근로자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나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중 한
곳에 접속해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부는 “이번 간소화 조치로 인해 지난해 11만명
의 고용주 및 동포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근무성적 불량한 수습직원 해고30일 전 해고예고 해야 하나.
해고는 인사권의 하나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즉시해고를 금
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들을 정리한 내용을 다음페이지에서
설명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에 해
당하더라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
다는 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삼우 SNTA
전임노무사 박 상 현

근무성적 불량한 수습직원, 해고 30 일전 해고예고 해야 하나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권의 행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여 왔던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해고”를
둘러싸고 법률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 노동법에서는 해고에
관하여 노동법상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여 근로자를 보호 하고 있다. 이번에는 해
고 시 사전에 해고를 예고하는 해고예고 제도에 관하여 정리 해보았습니다.

근거법률 : 근로기준법 제 26 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 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는 30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 받아 생산에 차질
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 하게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
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
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해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유형
제 35 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 26 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 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 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근로개선정책과-3373, 2014.6.13
「근로기준법」 제 35 조 제 3 호에서 ‘월급근로자로 6 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
해고예고의 적용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월급근로자’는 임금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헌재 2001.7.19 선고 99 헌마 663).
즉 월급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간급‧일
급‧월급 등의 임금계산방법이 아니라 임금을 월 1 회씩 지급받는 상용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계산방법이 시급제인 근로자이더라도 임금을 월 1 회인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 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될 것입니다.

○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해
고라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당한 해고사유
가 있는 한 해고자체는 유효하다.

○

근로기준법 제 26 조의 「해고예고」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