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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ristmas Party Season 

겨울임에도 이례적으로 온화한 날씨로 인해 연말연시의 설렘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크리스마스 파티에 대한 기대가 만발하는 시기입

니다. 직원들이 축제의 시간을 즐기고, 회사의 격식을 벗어나 서로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로 인해 많은 직원들은 과음으로 두통을 겪을 수 있지만, 회사에게 이는 단순히 두통 이상의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Vicarious Liability  
 

대부분의 고용주는 직원의 그릇된 행위가 사내에서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문제가 징계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사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고용관계로 인해 여전히 회사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는 회사에 많은 골칫거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 뉴스레터에서 몇 가지 해당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ringing the company into disrepute  

 

직원들은 사무실을 떠나 펍이나 레스토랑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음주로 인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스스로가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만약 회사에 좋지못한 평판을 가져올 정도의 행동을 한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규칙을 항상 상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크리스마

스 파티 전에 팀원들에게 적절하게 행동할 것을 조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Sexual Harassment  

 

사무실 내에서 동료 간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흔한 일이며, 많은 회사들이 해당 주제에 관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성을 

잃은 몇몇 직원들은 스스로 통제력을 잃고 수용 가능한 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정의는, 성적으로 위협적, 적대적, 모욕적이거나 공격적인 원치 않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술에 취해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었다

거나 파티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이런 경우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와 

직원이 모두 책임을 물게 될 것입니다.  

 

Exclusions  

 

직원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내 사교행사에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는

다고 해서 직원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제외된다면 종교에 기인한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파티 초대장이 특별한 신앙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송부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rimination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정치적 또는 종교적 뜨거운 감자가 토론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사무실 외부에 있더라도 의견표출을 적

절하게 유지하고, 동료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issues that may arise out of your office Christmas Party,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David Rushmere 
Senior Solicitor  
E: david.rushmere@3hr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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