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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payment in lieu of notice (PILON)? 

PILON이란 무엇이며 왜 유용한가? 

PILON조항은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즉각적으로 파기할 수 있게끔  

고용 계약서에 넣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피고용인은 법으로 정해진 

노티스 기간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노티스 기간을 채우지 않고 바로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고용 계약을 파기하고 언제든 고용인을 회사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PILON 조항을 계약서에 종종 포함시킵니다.  

고용주는 전 직원이 퇴사 후 회사와 경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조항을 쓰게 됩니다.  

 

PILON을 선택할 경우 고용주는 노티스 기간을 대신해 그 기간 만큼

의 급여를 지불하게 됩니다. 노티스 기간이 한 달 이상이라면  

여러 번에 걸쳐 분납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PILON 조항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PILON 조항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노티스 기간 중 받았을 보너스나 커미션에 대한 지급 

 노티스 기간 중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에 대한 지급  

 노티스 기간 중 직원의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즉, 고용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피고용인의 기본 급여 뿐이라는 점을 PILON조항에 확실히 명시해야 합니다.  

 

피고용인의 잘못된 행동(gross misconduct)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만일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잘못된 행동을 이유로 해고할 권리가 있다면,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노티스 대신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피고용인이 큰 실수를 저질러 해고를 당할 경우 고용주는 PILON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었는지는 법정에서  

결정이 나며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점은 명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원을 해고 하시기 전에 법률 조언을 얻으시면  

부당 해고 소송을 당할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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