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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과 현지 고용법상의 권리  

개인이 영국에서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하면 현지 고용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 현지 기업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주재원을 둔 회사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Choice of Law  

영국은 영국과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세 가지 다른 사법영역으로 나뉘어지며 고용법 시스템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되는     

피고용인의 권리가 존재합니다. 일부 유럽 연합 규정은 세 사법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특정한 개인이 현지 고용법상의 권리를              

취득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이는 최소한 영국이 유럽 연합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Regulation (EU) 1215/2012와 Regulation (EC) 593/2008으로, 각각 Brussels 1 (recast) 와 Rome 1으로도 불립

니다.  

주재원이 영국에 올 경우 대부분은 본국에서 고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에 있더라도 본국의 고용 계약서가 고용 관계의  

근간이 되며 본국의 법이 고용 관계에 적용된다는 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영국에 일정 시간 이상     

주재하면서 일을 할 경우 Brussels 1 (recast) 와 Rome 1 이 적용되어 법적 권리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Local Employment Rights 

Rome1 의 제 8조항에 따르면 고용 관계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용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8 조항은 특정  

국가의 법을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현지 고용법상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용인에게 꼭 적용되어야 하는 법에 명시된 고용법상 권리는 근로 계약서보다 우선합니다. 이 권리에는 휴일자격과 수당, 모성휴가와 가족 

친화 휴가, 차별 금지와 부당하게 해고 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Rome1 의 제 8조항이 미친 영향의 예로, 한 일본회사의 직원이 런던에 일년 동안 주재원으로 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고용 계약서는    

일본 법의 적용을 받겠지만, 그 주재원이 영국에 있을 동안은 고용 계약서보다 우선하는 영국 고용법상 권리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영국에서 모든 풀타임 피고용인은 일년에 최소 28일의 휴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휴가를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이 최소 휴가 대신 급여를 지불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일본 주재원의 고용 계약서에 28일보다 적은 휴가 일수를 제공하고 있다면    

영국에 있는 동안 그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영국 최소 휴가 일수를 제공하는 조항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Forum 

영국 고용법상 권리를 얻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피고용인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즉 피고용인이 영국 법정에서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Brussels 1 (recast) 는 영국에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다른 관련 기관이 있을 경우 고용주가 영국 법정에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런던에 사무실이 있다면 영국 고용 법정에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의 고용법상 권리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면 저희 

고용법 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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