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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sickness absence 
 

병가로 결근중인 직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용주가 하는  

흔한 오해이며, 병가중에는 간부 회의에 소집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가는 사업 운용상의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결근한 직원의 업무를 맡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경영 시간이 들고  

회사 방침에 따라 병가 급여를 지불하는 등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병가로 인한 결근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는 경우 직원들에게 병가로 인한  

결근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가끔 회사 병가 급여를 

폐지하거나 제한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고용주가 있지만,  

개개인의 결근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직원 전체에게 불리한 정책을  

쓰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로 인한 결근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직장에 언제 복귀할 지 기약 없는 결근이 이어지는 경우, 또 하나는 짧은  

결근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장기 결근 

직원이 오랜 질병으로 새로운 진단서를 주기적으로 발급받아 결근 기간을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결근은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제 직원이 직장으로 복귀할 지 모르기 때문에 업무 대행을 계획하는 일도 어려우며, 해당 직원도 결근이 길어지면서 업무 복귀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는 복귀에 대한 기약 없는 결근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장기 결근 기간 동안 직원을 해고할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만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 결근을 하게 된 직원들은 대부분 장애자로 인정되며 이런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대체로 병가로 인한 장기 결근자의 해고를 고려할 때는 두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미팅을 열어 해당 직원의 건강에 대한 의학적 증명과 

고용주가 제공해야 할 타당한 조정 방법(reasonable adjustments)을 고려하고, 해당 직원의 건강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해당 직원의  

건강 상태에 호전이 없을 경우, 해고를 하기 위한 미팅을 열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단기 결근  

짧은 결근이 반복될 경우 결근자의 업무를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한 직원이 하루 결근하면 나머지 직원들이  

결근자의 업무를 맡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의 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근 일수가 문제가 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경고를 줄지 결정하기 위한 미팅을 먼저 계획해야 합니다. 통상 서면 경고를 한 두번 받기 전에는  

반복되는 짧은 결근만으로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직원의 출결 향상에 극명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병가 결근에 대한 명확한 정책은 병가로 인한 결근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방지하며 따라서 엄격한 직원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If you would like advice on managing an employee’s absence case or with drafting a 

sickness absence policy,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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