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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에 대한 오해  
 

모든 피고용인은 매년 5.6 주의 유급 휴가를 갈 권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닷새를 근무하는 피고용인이라면  

28일의 휴가가 됩니다. 영국에서 개인의 휴가 권리는 보통 

피고용인이 선택하여 쉴 수 있는 4주의 휴가와 8일의  

공휴일로 쉴 수 있는 1.6주로 나뉘어집니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고용주가 실수로 휴가 권리를 

잘못 알아 개인이 휴가를 가지 못하게 될 경우, 그 개인에게 

소송을 할 권리를 주거나, 휴가 권리를 주거나 

(아직 고용상태라면) 혹은 고용관계가 끝났다면 그 대신  

급여를 지불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이 케이스에서는 하청업자로 고용된 자영업자를 다루었습니다. 자영업자는 유급 휴가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 하청업자가 휴가를 갔을 때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하청업자는 매년 본인이 갈 수 있는 최소 휴가 일수보다 

더 적은 날의 휴가를 갔습니다.  

 

고용주에게는 유감스럽게도, 법정에서는 이 관계가 단순히 자영업자와 사용자와의 관계가 아니며 이 개인이 근무시간규정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에서 말하는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무시간규정은 피고용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도 연간 최소 유급휴가를 5.6주 갈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 케이스에서의  

개인은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충분히 휴가를 가지 못했고, 또 휴가를 간 동안은 급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19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유급 휴가 권리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이 케이스는 근로자든 피고용인이든 고용주는 개인으로 하여금 최소 5.6주의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다시 한번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할 경우 그 권리는 고용 관계가  

끝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개인에게 유급 휴가의 권리가 없다고 실수로 잘못 알고 있는 고용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영업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유급 휴가의 권리가 없을 거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해외에 있는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어 영국으로  

파견근무를 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의 회사와 맺은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휴가 일수가 근무시간규정이 정한 최소 유급 휴가

보다 적다면, 영국의 회사는 5.6주의 휴가 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If you have any queries about individuals who are retained as self-employed, 

have expat employees with contracts which provide for 

fewer than 5.6 weeks, or would like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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