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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ing Employment Tribunal Claims 
 

고용 법정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현 고용주 또는 예전 고용주를 고소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개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고용법정에서 스스로를 직접 변호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수임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용주가 전문가로부터 법적 

조언을 구하고 변호하는 데 수임료가 들 것입니다. 고용주가 변호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민사 재판소와는 다르게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송 제기자로부터     

수임료를 회수 할 수 없습니다.  

법정으로 가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하든지 법정 외에서 소송 당사자와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고용 법정 소송은 고용주에게는 어려운 결정입

니다. 간단히 말해 합의를 보는 것이 법정에 가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상업

적인 관점에서 가장 타당한 결정입니다. 이는 고소를 당했을 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항상 옳은 제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원칙에 따라 

모든 소송에 대응합니다. 이는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이 차후에 합의금보다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른 고려 사항들입니다.  

Internal Reputation 
 

합의가 기밀 사항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의 액수는 회사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비밀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전 직원이 

현 직원들과 연락을 지속할 경우나 노조가 있을 경우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가 소송을 당할때 합의금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알게 되면, 다른 해고당한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합의금의 총액은 첫 소송으로 법정에 갔었더라면 들었을 변호사 수임료보다 많을 것입니다.  

Audit Justification 

 

대부분 회사들에게는 합의금 지불보다 변호사 수임료 지불을 정당화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는 소송이 들어오면 당연히 변호를 해야 하며 만약          

합의금을 지불한다면 뭔가를 잘못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회사가 그룹의 일부라면 모회사에게 합의를 해명할 때 책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잘못이 없다면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이               

비논리적으로 여겨지므로, 모회사의 입장에 합의는 잘못된 경영의 결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주주들도 모회사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ternal Reputation 

 

소송을 피하지 않고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준법 고용주라는 공개 성명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용 재판소의 판결은 공문서이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승소 판결은 차후의 다른 소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Supporting your managers 

 

소송이 시작되면 증거 제공의 이유로 당시 결정을 내렸던 매니저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매니저들이 당시에    

부적절한 결정을 내렸다는 결과로 해석하고 회사가 매니저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employee disputes 

or employment tribunal claims you may have,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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