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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Issues arising from the World Cup 
  

월드컵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희망, 열정, 흥분, 실망 등 여러 감정을 겪을 것입니다. 한 달이 넘는 토너먼트   

기간 동안 64 경기, 하루에 최대 4 경기까지 치루어질 수 있습니다. 킥오프가 저녁이나 주말에 있는 보통 축구 경기와는 다르게 

월드컵 킥오프는 아침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다양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업무와 직원들이 지지하는 국가의 경기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지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고용주들도 있지만, 어떤 고용주들은 이를 성과 향상의 좋은 기회로 여기기도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직원간 혹은 직원과 고객 간에 스포츠나 스포츠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이 사기를 북돋고 의욕과 생산성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스포츠 대회에 맞추어 근무 시간을 변경하기로 한다면 이는 통합, 소통과 유대감 증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경기를 위해 월차 혹은 유연 근무제를 허가하는 고용주도 

있습니다.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경기일에 병가가 늘어나는 현

상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혹은 월차를 허가하는 대신 이벤트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나 직원 휴게실이 있는 경우  축구 

경기를 방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긍정적인 경험을 위해 

모든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함으로서 고용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무실의 TV나 라디오 정책을 

완화하여 업무 시간 동안 경기를 방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옵션이 있으니 회사 상황에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면 

됩니다.  

 

고용주는 또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혹은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인지하

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경기만 방영할 경우 차별이라는 클레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이 아닌 다른 국적

을 갖고 그 나라를 응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에게도 같은 특혜를 허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합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고는 해도 고용주들은 직장 내에서의 농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종 차별은 국적도 포함하므로 농담

에 포함된 모욕적인 언사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클레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 기간 동안 직원들이 집중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을 모니터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한 계약 조항과 회사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은 직원 인터넷 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모니터링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조항이 없을 경우 신뢰와 믿음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공정 의제  

해고에 대한 클레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들로 하여금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하기를 요구할지, 축구 경기를 시청함으로써 생산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 결정에 걸맞는 직원 모니터링이나 

스포츠 경기 등에 대한 정책 마련과 적용을 고려하기를 권합니다.  

If you would like advice on drafting policies to cover monitoring or sporting events,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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