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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hoc workers and holiday 
 

근로시간 규정 1998 (The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은 모든 

직원이 매년 5.6주의 유급 휴가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풀타임 근로자에게 이는 매년 28일이 됩니다 (주로 공휴

일 8일에 개인적으로 날짜를 정할 수 있는20일).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파트 타임 근로자의 연차 휴가 계산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변동 시간(제로 아워 근무 포함 –정해진 시간 없이 근무한 

후 근무 시간만큼 급여를 받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계산이 더 복잡

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 누적 

 

정해진 시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매번 근무 기간이 끝날 때마다 

축적된 근무 시간을 연차 휴가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

다. 근무 시간의 12.07%을 휴가로 줌으로써, 고용주는 매년 5.6주의 

휴가 제공 의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 기간과 횟수에 따라 계속하여 휴가를 누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시간의 연차 휴가를 얻기 위해서는 8.3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누적은 근무 시간을 기반으로 결정되므로 개개인은 각기 다른 기간의 연차 휴가를 갖게 됩니다.  

 

연차 사용  

 

이 경우 휴가는 근무 전이 아니라 근무 후에 제공되므로, 누적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대신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근로 계약 종료 제외),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매달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

라는 노티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근무 시간이 겹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휴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특정 기간에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즉 누적된 휴가를 그 기간에 사용하고 휴가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급여  

 

최근 고용 항소 법원에서 다룬 연차 급여 케이스는 단순히 급여의 12.07%를 고정된 휴가 급여로 지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신, 

변동 시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 급여는 근로자 권리법 (Employment Rights Act 1996)의 224조에 의거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즉 휴가 

사용 바로 전까지 근무한 12주의 평균을 내야 합니다. 이 12주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더 긴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

니다.  

 

연차 급여는 총 급여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즉 야근, 상여금, 커미션, 사

례금 등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수수한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이 연차 급여는 근로자가 다음 근무 기간 후 급여를 받을 때 

지급됩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holiday entitlement or pay,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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