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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term and part-time contracts of employment 
 

기한부 계약직 혹은 파트타임 직원은 정규직이나 풀타임 직원보다 위상이 낮으며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한부 계약직과 파트타임 직원은 비교 가능한 정규직과 풀타임 직원에 비해 고용 계약 내용 뿐 아니라 고용주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대우도 받지 않을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근속 기간과는 상관 없이 주어지므로 기한부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근무 시작과 함께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는 기한부 계약직과 파트타임 직원이 단순히 정규직과 풀타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너스, 의료 보험, 연차 휴가 등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소 근속 기간이 필요한 다른 혜택이 있다면 기한부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이

라는 이유로 더 긴 근속 기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보너스가 적용되는 시점을 회사에 근무한 지 250일 이상이  

지난 후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파트타임 직원은 풀타임 직원보다 보너스를 받게 되기까지 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는 기한부 계약의 갱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한

부 계약이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된다면 이는 하나의 긴 근속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기한부 계약직이라도 2년 후에는 불공정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부 계약을 2년 후에 종료하

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연속적인 여러 기한부 계약을 통해 4년 이상 근속할 경우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기한부 계약이나 파트타임 직원이 불이익을 당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정규직과 풀타임 직원이 받는 급여나 혜택을 계약 기간이나 근무 시간/일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적정   

비율로 기한부 계약이나 파트타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기한부 계약이나 파트타임 직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클레임을 피하고자 한다면 기한부 계약이나 파트타임 직원의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정규직이나 풀타임  

직원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입니다.  

 

불리한 대우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때 계약서 전체가 고려 대상이 됩니다. 기한부 계약이나 파트타임 직원의 계약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때 정규직이나 풀타임 직원의 계약 내용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클레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직원에게 지불하는 보너스가 기한부 계약직 직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대신 더 높은 급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가 존재하므로 특정한 이유가 아니라면 기한부 계약이나 파트타임으로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없습니다. 

특히 기한부 계약직의 경우 육아 휴직 대체 기간과 같이 확실히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부 계약은 수습기간 대신으로 쓰여서는 안되며, 성과, 태도, 출결 관리 대신으로 쓰여서도 안됩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use of FT or PT contracts, please contact a 

member of our employment team. 
David Rushm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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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avid.rushmere@3hr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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