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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flash 1 March 2018 - How to deal with the bad weather 

 

현재의 기상 악화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기상  

상태가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원들의 문의에 어떻게 대응  

하셔야 하는지 조언을 드리기 위해 이 뉴스 업데이트를 보내드립니다.  

 

우선 핸드북에 출근 지장사항이나 비슷한 내용의 폴리시가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핸드북에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직원에게 핸드북을 참고하게 하시면 됩니다.  

 

출근 지장에 관한 폴리시가 없다면, 직원들이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Pay 
 

대부분의 직원은 출근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받느냐는 질문을 가장 

처음 할 것입니다. 출근하지 않는 직원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대중 교통 수단의 운행 중단이나 도로 폐쇄와 

같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결근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규정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직원의 

이동수단을 회사에서 제공한다든지, 출근을 함으로써 직원의 보건 안전이 위험에 노출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Paid or unpaid leave 
 

직원이 출근을 할 수 없다면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쓰도록 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휴가는 당일날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주는 노티스 의무를 보류하고 예고 없는 휴가 신청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연차 휴가 남은 일 수가 없다면 무급 휴가 신청을  

허락하시면 됩니다. 이는 특수한 상황의 무급 휴가로 승인되어야 하며 건강상의 문제와 같은 이유로 결근했다고 기록해서는 안됩니다.  

 

전 직원에게 회사가 휴무임을 알리고 유급 휴가를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휴가를 쓰게 할 경우에는 휴가 일수

의 두 배만큼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즉 직원에게 하루 휴가를 쓰게 하려면 이틀의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출근 지장 상황과 같이 

예고 없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Working from home 
 

직원이 출근을 할 수 없을 때 그로 인해 수행되지 못하는 업무가 없도록 사업 연속성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자택근무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할 수 없는 직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직원들은 출근에 어려움을 겪을 때 상사나  

어드민 부서 등 회사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근 시 해결해야 하는 급한 일을 알릴 연락처가 어디인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재택 근무를 하거나 업무로 인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면 급여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고도 업무에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결근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양의 업무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연차나  

무급 휴가를 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employees who cannot attend work because of 

travel disruptions,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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