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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Contractual issues with employees working abroad  

글로벌 경제시대에 들어서면서 회사의 규모와 상관 없이 직원들의 해외 근무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종종 해외고객 관리

나 현지 생산 및 공급망 감독과 같은 특정 직무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국외로 직원을 파견하기 전에 고용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직원은 근무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통상적으로 고용계약이라고 부르는 고용 세부내역서(Statement of Employment 

Particulars)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내역서는 고용의 주요조건을 규정하고, 직원의 이름, 임금, 근무시간 등과 같은 특정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직원이 해외에 주재하게 될 경우, 본국 이외의 지역인 "근무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통 고용계약서는 직원의 일반적인 근무처를 명시하게 되는데, 이는 대개 본사 사무실 또는 관할 영업지역일 것입니다. 또한  

많은 고용계약서에는 '근무지 변경 조항(Mobility Clause)', 즉 회사가 직원의 근무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계약 당시 이러한 조항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회사가 필요에 의해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한다면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근무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근무지 변경 조항이 영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이 해외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i. 해외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 

ii. 해외근무 시 지급되는 보수의 통화 

iii. 해외근무를 하는데 필요한 추가 보수 및 혜택 

iv. 본국 귀환과 관련된 조건 

 

위 사항 모두가 이미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물론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직원이 해외에서 근무

를 하게 될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해외근무가 분명해지는 시점이 오면 회사는 직원이 출국하기 전에  

위 내용들을 서면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직원이 해외근무를 할 수 있게 허가하는 계약 조항 없이 파견을 시킴으로

써 고용계약을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직원의 해외근무 여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즉, 처음    

직원에게 요청한 1개월의 근무기간이 초과근무 또는 2~3개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개월이 지나면 직원은 근무 연장

을 거부하고 본국으로의 귀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요청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해외근무

를 시킬 경우, 계약 위반은 물론 직원의 사임 및 구조적 해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근무 기간

에 대해 가능한 정확하게 산정하고, 약간의 추가 기간을 허용하여 초과근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

다. 

If you would like advice on drafting contracts or additional written agreements 

for employees working abroad,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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