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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労務トピック(2015 年 2 月 16 日号)

１．法院｢賃金団体交渉の適用を受けない期間制勤労者にも賞与金を支給すべき｣
労組に加入できず、賃金団体交渉の適用を受けない期間制勤労者でも賞与金や休暇費の
支給に差をおいてはならないという法院の判決が出ました。ソウル高等法院行政6部(ユンㆍソ
ングン部長判事)は、昌原施設管理公団が中央労働委員会を相手に起こした差別是正再審
判定の取り消し訴訟で、原告勝訴として判決した原審を覆して原告敗訴に判決したと明らかに
しました。2011年から2012年まで昌原施設管理公団で期間制勤労者として働いたA氏は、
公団が無期契約職勤労者とは違い、自身には賞与金と祝祭日の休暇費や交通補助費など
を支給しなかったとし、中央労働委員会に差別的処遇を直してほしいと要請しました。中労委
は、期間制勤労者であるA氏のみに賞与金などを支給しなかったのは、差別的待遇と認めて公
団に是正命令を下しました。すると、公団側は｢無期契約職勤労者は労組組合員として交渉
によって賞与金を支給したものてあり、A氏は組合員がないため賞与金を支給する根拠がない｣
と中労委の決定の取り消そうという訴訟を起こしました。裁判部は、｢期間制勤労者であるA氏
は公団と労組間に締結された団体協約によっていかなる労組にも加入できなかった｣、｢賃金団
体交渉の適用を受けていないので、不利な処遇をすることを正当化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判断
しました。裁判部は、｢勤労契約期間の特性上、A氏と同じ期間制勤労者が労組を組織する
などの団結権を行使することは決して容易ではない｣、｢類似した業務に従事したにもかかわらず、
賃金団体交渉を理由に不利な処遇を正当化すれば、期間制勤労者が賃金などの勤労条件
で十分な保護を受けられなくなる｣と説明しました。

２．人事労務担当者が名誉退職の申請を勧誘することができるか。
企業が経営上の事情により勤労者を解雇するいわゆる整理解雇に正当な理由があるために
必要な要件のうち、解雇回避に向けた努力を全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は、使用者が勤
労者の解雇範囲を最小化するために経営方針や作業方式の合理化、新規採用の禁止、一
時休職および希望退職の活用や転勤などの可能な措置を取ることを意味します(大法院199
2.12.22、92ダ14779)。企業の人事労務担当者が名誉退職申請を勧誘する場合が多い
ですが、そのような勧誘自体が不法ではありませんが、勧誘が度過ぎて強要になって勤労者が
やむをえず希望退職を申請したものと認められれば、希望退職自体が無効になる可能性があ
るので注意を要します(2002.5.14、2000ドゥ4675)。判例は、勤労者が希望退職を心から
願わなくても当時の状況でそれが最善と判断して名誉退職申請をした場合には、その辞職の
意思表示は真意で有効であると判断しています(2000.4.25、99ダ34485)。

３．当事者間の退職金支給期日の延長合意時、遅延利子を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
勤労基準法第37条および同法施行令17条によると、使用者は勤労者が退職するときに発
生する賃金や退職金などをその支給事由が発生した日から14日以内に支給しなければ、年
間100分の20の利子を支給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勤労基準法第37条[未支給賃金に対する遅延利子]
① 使用者は、第36条によって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賃金および｢勤労者退職給与保障法｣の第2条
第5号による給与(一時金のみ該当)の全部または一部をその支給事由が発生した日から14日以
内に支給しなかった場合、その翌日から支給する日までの遅延日数について、年間100分の40以
内の範囲で｢銀行法｣による銀行が適用する延滞金利などの経済与件を考慮して、大統領令で定
める利率によって遅延利子を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第1項は、使用者が天災や事変、その他に大統領令で定める事由によって賃金支給を遅延する場
合、その事由が存続する期間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勤労基準法施行令第17条[未支給賃金に対する遅延利子の利率]
法律第37条第1項で｢大統領令で定める利率｣とは、年間100分の20をいう。
勤労基準法施行令第18条[遅延利子の適用除外事由]
法律第37条第2項で｢その他に大統領令で定める事由｣と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いう。
１．｢賃金債権保障法｣第7条第1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
２．｢債務者回生および破産に関する法律｣、｢国家財政法｣、｢地方自治法｣など、法令上の制約に
よって賃金や退職金を支給する資金を確保することが困難な場合
３．支給が遅延されている賃金および退職金の全部または一部の存否を法院や労働委員会で争うこ
とが適切と認められる場合
４．その外に第1号から第3号までの規定に準ずる事由がある場合

但し、特別な事情がある場合には、当事者間の合意により退職金支払期日を延長できるので、
3ヶ月の延長期限に当事者が同意すれば、勤労基準法上の違反は免れることができますが、
同法施行令第18条で規定している遅延利子率の適用除外事由に該当しない限り、当事者
間の合意のみで同法第37条による遅延利子の支給義務を免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勤労基準
科-3981、2005.7.28参照)。
税務法人 三友 SNTA
専任労務士 パク･サンヒョ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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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무 TOPIC (2015 년 2 월 16 일호)

1. 법원 "임단협 적용 못받는 기간제도 상여금 줘야"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 임단협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상여금이
나 휴가비 지급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
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 밝혔다. 2011년∼2012년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던 A씨는
공단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달리 자신에게는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중노위에 차별적 처우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중노
위는 기간제 근로자인 A씨에게만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해 공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공단 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노
조 조합원으로 임단협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고, A씨는 조합원이 아니어서
상여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며 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
는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공단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어떤 노
조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며 "임단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기간의 특성상 A씨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는 등 단결권을 행사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며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는데도 임단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면 기간
제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2. 인사노무 담당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권유할 수 있는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
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
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12.22, 92다14779). 기업의 인사노무 담
당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권유 자체가 불법은 아니
나 권유가 정도를 지나쳐 강요가 되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희망퇴직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02.5.14, 2000두4675). 판례는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
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경우 그 사직
의 의사표시는 진의이므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2000.4.25, 99다34485).

3. 당사자간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합의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발
생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지 않는다면,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
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
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
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3개월의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
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3981,

2005.7.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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