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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s and employment status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는 worker, employee, self-employed 의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Worker와 employee는 고용주와 직접적인 주종 

관계를 형성합니다. Self-employed일 경우에 고용주와 맺게 되는 관계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관계가 됩니다.   

 

Worker와 employee는 self-employed와는 다르게 유급 연차 휴가, 국가 최저 

임금, 자동 연금 등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worker와 employee의 경우 소득세를 고용주가 PAYE로 납세하지만,           

self-employed는 자신의 소득세를 직접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Worker와 self-employed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 짓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주제는 최근 영국 법원에서 여러 케이스를 통해 다루어졌으며, 특히 대법원

에서는 핌리코 플러머 케이스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스미스씨는 자영업자로서 핌리코 플러머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자였습니다. 계

약서에는 self-employed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조항들도 이에 기반하여 씌여졌

습니다. 스미스씨는 소득세도 스스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스미스씨가 self-employed가 아닌 worker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미스씨는 자신의 업무를 대신할 대리인을 지정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이 점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미스씨는 모든 일을 직접 하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요구 조건이야말로   

스미스씨가 (계약서가 주장하는 바와는 상이하게)진정한 self-employed가 아니라 worker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worker인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은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만으로 결정할 만큼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업무 

수행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다른 사항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핌리코 플러머 케이스의 경우 회사가 스미스씨에게 언제 어디서 업무를 수행

해야 하는지 지시를 내리고, 업무 중 과실이 있을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미스씨는 유니폼을 입고 회사 로고가 

그려진 밴을 탔으며 ID 카드를 소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점이 반드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

다. 즉 실제 관계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employee거나 worker인 개인을 계약서상 self-employed로 분류할 경우 고용주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으로부터 지난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와 연금 기여금을 요구 받는 것 외에도, 납세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lf-employed일 

경우 소득세가 더 낮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많은 개인들이 self-employed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용 재판정과는 다르게 HMRC는 

employed 와 self-employed 두 가지의 계약 관계만을 분류합니다. 즉 고용 신분의 측면에서 봤을 때  worker와 employee는 HMRC의 입장

에서는 둘 다 employed로 분류될 것입니다. 고용주는 PAYE로 worker와 employee의 소득세를 납세해야 하므로, 재판정에서 self-employed

로 분류 된 개인이 실제로는 worker라는 판결이 났을 경우 HMRC는 회사에 이자를 포함한 세금과 벌금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이미 개인이 self-employed 로 어느 정도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고용주가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의 양은 상당할 것입

니다.  

If you would like any advice on engaging individuals on either a self-employed basis or 

a worker/employee basis, please contact a member of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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