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간추린

노동핸드북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지식이 多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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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권리,
취업부터 퇴직까지
1.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1부 보관합시다.
2. 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
3. 근로시간과 휴일 · 휴가,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합니다.
4. 징계와 해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5. 퇴직금과 실업급여, 정당한 권리입니다.
6. 산업재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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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핸드북

나의 권리, 취업부터 퇴직까지

1.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1부 보관합시다

- 상여금 : 있음 (

원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2부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주어야 합니다.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 정해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분류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사했으나 근로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의 제기

2. 근 무 장 소 :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을 벗어나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원, 없음 (
), 없음 (

·

원,

·

원,

)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기본급여와 상여금(연간 상여금 금액) 및 수당의 액수와 계산방법을 반드시 확인
- 법정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재된
금액보다 나중에 실제 발생하는 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
-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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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름’ 등 취업규칙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
※ 참고 : 근로기준법 제17조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적용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주휴일, 약정휴일(법정휴일 외 추가로 정한 휴일) 등 확인 노동법은 노사 간 별도의 정함이
없이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있음
그 밖의 휴일은 노사합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정할 수 있음

년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대표자:
(근로자) 주

월
(전화 :
(서명)

소:

연락처:
성

명:

(서명)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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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권리, 취업부터 퇴직까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노동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이 노동법 위반인 경우 , 그 부분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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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근로계약 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전차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강제저금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배상액 등을 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 변경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히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전차금),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전차금(前借金) ★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금원을 빌려주고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전차금이나 전대채권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함

전달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
구분

근로계약

위반사항

벌칙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미교부

500만원 이하 벌금

위약금 예정 또는 전차금 공제시

500만원 이하 벌금

강제저금 계약 체결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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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권리, 취업부터 퇴직까지

∙위급한 상황이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경우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 지급액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음.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넷째 손해배상금(벌금)을 공제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급여 일부분을 떼고 주는 것 등은 위법임
-법
 령 및 단체협약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항(근로소득세,
각종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가능함.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 발생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월급날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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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YES

∙월급제일 경우,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YES

월급제일 경우 최저임금 계산식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의 시급이 시간당 최저임금 보다 커야 함

YES

‘월 소정근로시간’ = (주당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365÷12÷7)
※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위반 여부를 알고 싶으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의 비교를 이용하면 편리함

YES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연도

시급

일 급(8시간)

월 급(주40시간 근무)

2016년

6,030원

48,240원

1,260,270원

2017년

6,470원

51,760원

1,352,230원

2018년

7,530원

60,240원

1,573,770원

2019년

8,350원

66,800원

1,745,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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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권리, 취업부터 퇴직까지

∙최저임금 적용 예외 : 수습근로자(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단, 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는
감액 불가)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1주일에 3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1주일에 5일, 하루 6시간 일합니다.
월급은 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건가요?
월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이 8,35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입니다.
► (주당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365÷12÷7) = 월 소정근로시간
► (30+6)×(365÷12÷7)=156시간
► 1,000,000원÷156시간=6,410원
계산 결과 시급 6,41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8,350원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의 산입 제외 임금 :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③ 상여금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④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액 계산시 제외됩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여금

25%

20%

15%

10%

5%

0%

식비, 교통비등

7%

5%

3%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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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 급여 200만원과 6개월마다 근속수당 10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월 급여 항목은 기본급 160만원, 상여금을 30만원, 식대를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 이상을 월 급여로 주고
있는게 맞나요?
근속수당 10만원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액 계산시 제외됩니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액은
1,745,150원이므로 상여금은 436,288원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계산시 제외되며,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 성격 금원은 122,161원의
범위내에서 최저임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30만원과 식대
10만원 역시 최저임금액계산시 제외됩니다. 결국 회사는 최저임금인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하는 1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액인 145,150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 · 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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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내용

체불임금 해결방법

효과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
- 사유가 겹치는 경우 중복 가산
지급 / 그러나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휴일에 하는 근로
50% 가산지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 가산 지급

시급이 9,000원입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낮 10시～밤 11시까지
일하였을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점심시간 12시-13시, 저녁시간
18시-19시에는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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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용노동부 신고 :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민
 사소송 제기 : 사업장 소재지 및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체
 당금 신청 : 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의 사유가 겹치는 경우, 모두 가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11시간) 임금 : 9,000원×11시간=99,000원
· 연장근로시간(3시간) 임금 : 4,500원(50%가산)×3시간=13,500원
· 야간근로시간(1시간) 임금 : 4,500원(50%가산)×1시간=4,500원
· 휴일근로시간(11시간) 임금 : 4,500원(50%가산)×11시간=49,500원
· 유급주휴수당 :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별도 주휴수당 지급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경영상 장애로 인한 휴업 등 사용자에게 휴업의 책임이 있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 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1~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 가능함)
신고절차
01

임금체불 신고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필요한 자료
- 임금체불 증빙자료 : 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급여통장 사본 등
- 사업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 수 등
- 기타 유용한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02

사실관계조사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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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 취하시 종결

04

시정지시 거부시 검찰 송치
사용자가 체불임금 미지급시,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검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음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임금을 받아줄 수는 없음

∙확정판결 후,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
∙체불임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피해 근로자들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근로자만 무료 소송대리 신청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 ☎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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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 요건 ]
구분

지급요건

∙기업이 도산상태일 것
-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 고용노동(지)청장이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법
 정 파산절차에 이르지 않았어도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고,
기업(사업주)
임금 등의 지급이 매우 곤란할 경우 퇴직근로자가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함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영업
근로자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며, 나이(퇴직시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있습니다.
퇴직시 나이

30세 미만

임금

180만원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60세 이상
210만원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기준,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체당금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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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소액체당금 제도★
미지급임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

① 관할 노동청에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체당급지급청구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 제출
재판상 도산이 아닌 고용노동청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확인
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접수
사실관계 확인(고용노동청)
고용노동청에서 사실관계 확인,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사실관계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 송부
② 고용노동청 사실확인 결과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노동청이 근로복지공단으로 관련서류를 송부합니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으로
체당금을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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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
-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제기
-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자
2. 지급액
-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400만원
3. 신청방법
- 신청일 :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 신청서류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판결문, 확정증명원 정본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준 체불금품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
구분

임금

위반사항

벌칙

임금지급 원칙 미준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비상시지급 규정 위반

1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휴업수당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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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쉬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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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육상운송 및 파이프
라인운송업(다만,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 해당하는 근로자
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농림 · 축산· 양잠· 수산업,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자,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
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연소근로자(15세 이상~18세 미만)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 할 수 없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등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식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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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휴일
휴일은 법에서 휴일로 정한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5/1))과
사용자와 근로자가 휴일로 정한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1주 동안에 일을 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한편 현재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공휴일에 근로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 1. 1.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 1. 1.
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 1. 1.부터 공휴일도 법정휴일이 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1년 이상 일한 경우 그 다음해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
집니다.
∙1년 미만을 일한 경우 1달을 개근했으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달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했으면

∙1주 동안에 일을 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회의 무급휴일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을
받으려면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주휴일로 정해진 특정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그 전 · 후에
근로일을 휴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받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 시급 9천원, 주 3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주 15시간)
9,000원×(15시간÷5일)=9,000원×3시간=27,000원

연차를 받을 수 있음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 한도는 25일임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
구분

근로시간
휴일·휴가

위반사항

벌칙

근로시간 제한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연장근로 제한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휴게시간 미지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급휴일 미지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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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계와 해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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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인사처분 사례
∗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무급휴직 명령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 징계위원회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경우
∗ 전직(인사발령) 필요성 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고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 법에서 정해진 감봉액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감봉하였을 경우 등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통상해고),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징계해고),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울 경우(경영상해고)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시 조건

∙아래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4인이하 사업장 포함)에 적용

해고 절대금지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① 징계사유가 정당할 것
② 징계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가벼운 징계로도 가능한데 해고하면 안됨)
③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따라야 함)
④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임을 입증할 것

경영상해고시 조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할 것
② 사용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것
④ 해고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징계 · 인사처분의 사유와 절차 및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 · 전직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근무자의 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시간 근로자 여부
등과 상관없이 해고시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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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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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부당해고 등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제공합니다.

해고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문의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02)3218-6077~9

처리절차
01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직접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 가능
신청서 제출시 이유서 제출 및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이용 등
노동위원회 직원과 협의

02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정직·전직· 감봉·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2. 민사소송 제기 :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조사
신청인의 이유서 및 피신청인(사용자)의 답변서 검토 등

03

부당해고 등 해결방법

구제신청서 제출

심문회의 개최
심판위원회에서 당사자(근로자·사용자) 및 증인 심문

04

판정(결정)서 송달
판정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05

이행강제금 부과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장 2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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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과 실업급여, 정당한 권리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
 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제도로 양자를 선택하여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복직할 수 있으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
 료 변호사 지원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문의 등
[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
구분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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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벌칙

해고 절대 금지기간 중 해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해고예고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 절차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야 근로관계가 해지되며,
사직서 수리시까지 인수인계 등 원만하게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임금산정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금액이 낮아질 수 있음)

퇴직금 지급
근로자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30일분 평균임금×계속근로년수(재직일÷365일)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경우,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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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보험 미가입시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입사시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퇴
 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고
 용노동부 민원마당의 <나의 퇴직금 계산>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퇴직금 금액을 알 수 있음

계속근로년수(기간)에 포함되는 사례
∗ 사업장 휴업기간, 산재로 인한 휴업, 질병으로 인한 휴직·휴무, 		
육아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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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노조전임자 근무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 일용직이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경우 일용직·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직업훈련기간, 결근기간, 본인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 기간
∗ 회사의 경영상 이유(기업의 양수·합병으로 인한 고용승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 과정 거친 경우 등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며, 법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주가
마음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의거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 이직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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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사유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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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므로,
실직 이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신청절차

∗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간병

01

∗ 신체적·정신적 능력 저하로 기존업무 수행 불가

수급자가 직접 워크넷(www.work.go.kr)으로 신청

∗ 임신·출산·군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수행 불가
∗ 위법업무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02

∗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하면 최근
3년 이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해당기간 동안 미납된

-1
 일 최고액은 66,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 90%×1일

03

실업급여 금액을 알 수 있음 (홈페이지 http://www.ei.go.kr)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합니다.

수급자격결정
수급자격 인정시 구직급여 신청, 불인정시 심사/재심사청구

04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 지급 가능)

05

구직활동
구인 응모(방문, 우편·인터넷 등) 채용박람회 참석 면접 등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이내)
-고
 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수급자격인정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서 제출

고용보험료는 납부)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수급기간으로 계산하며, 수급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구직등록(신청)

06

구직급여 지급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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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재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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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양개시 후 2년 경과 후에도 치유되지 않을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상병보상연금 - 중
 증요양상태 정도가 1급 ~ 3급에 해당하는 자
- 1급 평균임금 329일분, 2급 평균임금 291일분, 3급 평균임금 257일분

산업재해 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장해를 입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및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 지급
- 장해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할 수 있음
(1급~3급 : 연금, 4급~ 7급 : 연금·일시금 선택, 8급 이하 : 일시금)
∙일시금 : 평균임금 55일(제14급) ~ 1,474일분(제1급)
∙연 금 : 평균임금 138일(제7급) ~ 329일분(제1급) / 12월

∙근로자가 잘못하여 다친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임시직 등)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
-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치료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보상합니다.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 지급
- 유족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으로 지급하되, 일시금은 법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에 지급
∙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연 금 : (평균임금×365×0.47+가산금액)/12월

∙산재처리를 해도 보상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손해배상청구소송) 할 수 있습니다.
장의비
구분

주요내용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지급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치료비 지급
- 근로자 등이 승인 이전에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경우, 차후에 요양비
지급 청구시 지출비용 중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미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 생계 보호를 위한 비용 지급
-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미지급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보통 유족급여 청구시 함께 청구
-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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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신청
산업재해 발생시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권은 근로자(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거나 산재보험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을 하다 다쳐서 퇴사하였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신청이
가능함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므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를 잘 모를때에는 전문가(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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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소년 노동권 보호
일할 수 있는 나이
사용자는 만 15세 이상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 만나이 계산 : 2004.1.1.일생은 2019.1.1.일이 되어야 만 15세가 됩니다.

∙13세 미만 청소년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취직인허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일하는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합니다.
※ 취직인허증 발급 절차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출력(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력) → 신청서를 본인,
사용자, 친권자(부모님 등), 교장선생님 순서로 작성 → 작성한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고용노동청(지청)에서 신청서 심사 후,
취직인허증을 발급(처리기간 3일)

∙사용자는 ‘취직인허증 없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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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김사랑

주민등록번호 : 680508-*******
주

소 : 서울시 중구 예장동 5-85

연 락 처 : 02-345-6789 (핸드폰 010-222-3333)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부(아버지)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김희망 (만 17세)

주민등록번호 : 010704-3******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연 락 처 : 02-345-6789 (핸드폰 010-333-4444)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행복서울
회사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
대 표 자 : 홍길동
회사전화 : 02-123-4567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김 희 망 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나이증명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2018년 7월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친권자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용자는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합니다.
※ 나이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말함

∙사용자가 친권자 동의서와 나이증명서류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

친권자(후견인) 김 사 랑 (인)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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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없는 곳
사용자는 청소년(만 18세 미만)을 도덕상·보건상 유해·
위험한 일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에는 먼저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합니다.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곳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무도장업 등
∗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 등 설치, 유독물 제조 · 판매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 소주방 · 호프집 · 카페, 종합 게임장, 만화방 등
∗ 고압 · 잠수 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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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으며, 야간(오후
10시~오전6시)과 휴일에도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청소년이 동의할 경우에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청소년의 동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강요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포함시 1일 최대 8시간, 1주일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음

∗ 운전(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 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소 제외)
∗ 2-브로모프로판 취급 또는 노출 업무
※ 2-브로모프로판? 전자부품을 세척에 사용되는 유기용제, 불임 유발 등

∙사용자가 고용을 금지하는 직종에 청소년을 일하게 했을때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18세 미만)의 노동법상 권리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근로시간(1일 7시간)
등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특별보호 이외에도 성인 근로자와
같이 노동법상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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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 받기

▶

유급휴일 챙기기
-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날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1주일 중
하루는 임금을 받고 쉬기

-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서, 사용자와 각각 1부 보관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화요일로 하자고
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할 수는 없나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 학교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서를 가져
와야 종례(또는 야간자율학습)를 빼 주신다고 하셨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꼭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매일 근무한 내용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통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도서관은 월요일에 쉬는 곳이 많으며 이럴
경우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입니다.
공휴일도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휴일은 쉬는 날 아닌가요?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며 반드시 회사의 휴일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했을 때 휴일이 되며,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 여부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 1.
1.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 1. 1.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1. 1.부터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시 시급을 8,000원으로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8,000원만 받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법에서 시간당 8,350원을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8,350원에 못 미치는 금액만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임금체불(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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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시간 누리기
-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식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동안, 주방 구석
의자에서 쉬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며 혼자 앉아서 다른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바쁘면 작업하러 나가야 합니다.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장 내에서
사용자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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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은 30분을 주는데,
식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아보면 항상 1시간
임금을 제외하고 줍니다. 30분을 쉬었으면 30분만큼만 무급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음 달이 휴가철이라 손님이 별로 없다고 전 직원의 1/2씩 돌아가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에 대신에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휴식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투리 시간까지
임금에서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 지급시에는 반드시 사용한 휴식시간 30분만 무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일 30분치 못 받은 시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했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연차휴가 사용하기(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 1달 동안 개근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1달 중 하루는
임금을 받고 쉬기
1년 계약직(2018. 1. 1 ～ 2018. 12. 31)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4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입사하여 1년간은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월차형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다음 날 기본형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1년간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4일을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에 2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자는 기본형 휴가일수에
월차형 휴가일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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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상 받기
- 2019년도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이상 받기
방학동안 미용실에서 하루 10시간 일했습니다. 시급 5천원을 받고
식대 2천원을 받았습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받는
비용을 합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이상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교육비용이라는 명목을 들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주면 법 위반입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최저임금 8,350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식대 2천원은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시간당
3,35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빵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수습기간에 대해 정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거라고 하면서 첫 달은 시급 5,350원, 그 다음 달부터 매달
1000원씩을 최저임금까지 올려준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미리 수습기간과 급여삭감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삭감하였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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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받기
-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 받기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2년 동안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주 6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 급여는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매월 받았습니다.
퇴직금 이야기를 하니까,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일당을 받는 일용직 여부와 상관없이,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고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주는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위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 당했을때 권리 찾기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을 경우, 관련기관에 구제 신청하기
- 해고 30일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임금 받기
8개월 동안 하루 5시간씩 일했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니 정규직이 아니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써야 마지막 달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면 스스로 사직을 원한 것이 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을 원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는
쓰지 말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성희롱 당했을때 권리 찾기
- 분명하게 거절하고, 기록을 남기고, 관련 기관에 도움 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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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을때 산재 신청하기
-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므로, 꼭 산재보험 신청하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물건들을 옮기다가, 편의점 앞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와 발목을 다쳤습니다.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및 질병 등을 포함합니다.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장님이 치료비를
직접 주신다고 합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치료비를 받아도 되나요?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공상(사용자가 치료비를 주는 것)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요양기간 중 임금, 치료 후
장해에 대한 보상, 재발시 재요양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
구분

청소년
특별보호

위반사항

벌칙

취직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자 고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친권자 동의서 및 나이증명서류
미비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금지직종에 18세미만자 고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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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성 노동권 보호
[1] 모성(母性), 보호제도
유해 · 위험사업 사용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 기능에 유해 ·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임산부 사용금지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중 여성 |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등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모유수유 하지 않은 여성이 취업의사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인정),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는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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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 제한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 휴일근로 제한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임산부의 동의 및 명시적 청구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산부 및 18세 미만의 여성을 야간근로(오후 10시~
오전 6시) 및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아래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임신 중 여성 |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 +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18세 미만의 여성 |
근로자 본인의 동의 +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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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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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생리휴가는 여성의 생리현상을 근거로 지급하는 휴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노사 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해 유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태아검진 시간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이상 자녀
임신시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산의 위험 등이 있을 경우, 휴가를 미리 앞당겨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사용 가능사유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자가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는 정기검진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태아검진 횟수는 모자보건법 기준에 의합니다.
임신 기간

검진횟수

임신 28주까지

4주에 1회

임신 29주 ~ 36주

2주에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에 1회

∗ 유산 ·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일 경우
∗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가 있을 경우

∙휴가 90일(쌍둥이 이상 자녀 임신시 120일) 중 60일(쌍둥이
이상 자녀 임신시 75일)은 사업주가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쌍둥이 이상 자녀 임신시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센터가 휴가일수 전체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지급의무 면함).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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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유)시간

사용자는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기간은 유산 · 사산 하기 전까지의 임신기간별로 다릅니다.
- 휴가시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와 동일함
임신한 기간

휴가기간

11주 이내

유산 ·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산 ·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 ·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 ·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휴가는 유산 · 사산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최대한 빨리 휴가를
신청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임신기 근로자는 유산 위험기간(12주 이내)과 조산 위험기간
(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수유시간은 수유 이외에 유아를 보살피는 시간을 모두 포함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1일 1회 1시간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
구분

위반사항

벌칙

임산부 및 18세 이상 여성 사용금지
직종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임산부 시간외근로 시킬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 청구가
없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임산부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킬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고임산부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킬 경우

5백만원 이하 벌금

모성보호 산후 1년 미경과 여성에게 1일 2시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1주일 6시간,1년 150시간 초과하는
이하 벌금
시간외근로 시킬시
생리휴가 미지급

5백만원 이하 벌금

출산전후휴가 규정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동등수준
직무복귀 위반

5백만원 이하 벌금

유산 및 사산휴가 규정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육아(수유)시간 미지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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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 · 녀 성별 차별 금지
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 · 배치 및 승진
근로자의 교육 ·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차별사례
∗ 기본급 · 호봉 · 산정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 근로의 질 · 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 보조적 · 후생적 금품
(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 등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지급함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의 임금을 차등지급
하는 경우

차별사례
∗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 해외연수, 관리자 능력개발 교육 등에 여성 제외
- 교육대상자 선정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연수 요구
- 남성은 직무능력개발 등 승진 관련 교육을 하고 여성은 예절 및 교양만 교육 등
∗ 배치에 있어서의 차별
- 인사 · 기획업무 등 주요부서에 남성만을 배치
- 영업직에 남성 또는 여성만을 배치
- 여성임을 이유로 해외근무 대상에서 제외
- 동일생산직으로 채용 한 후 남성은 생산관리, 여성은 제품조립 업무에만 배치
- 남성근로자는 정기적인 순환근무를 시키나 여성은 특정업무에만 계속 배치 등
∗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
- 시험의 합격이 승진요건임에도 여성근로자를 응시대상에서 제외
- 승진조건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 제시

임금 외의 금품 등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등 기타 복리 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차별사례
∗ 여성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생명보험 가입시 배우자 있는 남성근로자만 가입
∗ 여성근로자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생활자금 지급시 여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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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해당 사례]

정년 · 퇴직 및 해고
사업주는 정년 ·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차별사례

성희롱유형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옷차림 · 신체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송부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 등

∗ 정년에 있어서의 차별
- 동일직종에서 남녀간 정년을 달리 하는 경우
(남성 62세, 여성 60세)

내용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 혼인 · 임신 · 출산을 이유로 여성 해고
- 정리해고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우선 해고
(생계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사내부부 또는 맞벌이 부부 중
여성근로자 해고, 미혼여성 해고)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및 교육이수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조치 금지

직장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될 수 있으며,
대부분 직급이 낮은 근로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느낌(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가해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
- 근로자가 고충해소 요구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구제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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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직장내 성희롱 구제 절차
①성
 희롱 행위 발생시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②직
 장내 고충처리기관(노사협의회, 인사 · 감사부서, 사업주 등)에 		
신고하고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을 합니다.
∙여성긴급상담전화(국번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여성의 전화(02-2263-6465),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1504) 등
③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 합니다.
※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해고 등 불리한 조치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요청
④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 · 물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성희롱 행위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임금에서의 차별

남녀차별
금지

직장내
성희롱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휴가미사용시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없음

육아휴직

[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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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임금 외의 금품 등에서 차별

5백만원 이하 벌금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

5백만원 이하 벌금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차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휴직 가능기간은 1명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입니다.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

∙육아휴직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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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최초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
만큼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가능 기간은 1명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이며, 1년 범위내에서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은 1주일 15시간 ~ 30시간 사이여야 합니다.
- 1주일에 2일 근무, 3일 휴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로 실시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 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뺀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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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을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함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
구분
일과 가정
양립지원

위반사항

벌칙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 위반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육아휴직 미지급

5백만원 이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지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가족돌봄휴직 미지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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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
비정규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계약기간, 고용형태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용역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계약직)

| 단시간근로자 |
∗ 통상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시간제)

| 파견근로자 |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실제 사업장의 책임자 등)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근무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자영업자의 성격을 띠지만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더 많아 법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택배기사, 레미콘운송차주,
골프장 경기보조원, 퀵서비스기사 등)

∙정년보장이 되지 않아 고용불안에 놓여있고,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어 보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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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 제한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상시 4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 업무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 · 파견 등 결원 발생으로 복귀시까지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 학업, 직업훈련 등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
∗ 박사학위, 기술사, 전문자격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
∗ 정부 복지정책 ·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대학교, 대학원에서 조교의 업무, 겸임교수,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
∗ 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 사용시
∗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관, 특정연구기관, 법인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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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 휴게,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에 관한 사항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및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일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과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 정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도급
및 용역 등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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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업무 및 파견절대금지업무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서비스
질적 수준 유지 필요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절대 파견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
① 컴퓨터관련 전문가, 행정·경영 및 재정 전문가, 특허 전문가 업무
② 기록 보관원·사서,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③ 창작 및 공연예술가, 영화·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업무
④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전기공학 기술공, 통신 기술공,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보조업무에 한함)
⑤ 정규교육 외의 교육 준전문가, 그 밖의 교육 준전문가, 예술·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⑥ 관리 준전문가, 사무 지원 종사자,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 업무
⑦ 수금 및 관련 사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 고객 관련 사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⑧ 음식 조리, 여행안내, 주유원, 소매업체 판매원, 전화통신판매 종사자, 		
자동차 운전종사자, 건물청소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배달·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근로자파견이 절대로 금지되는 업무
①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항만운송사업법)
③ 선원의 업무(선원법)
④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⑤ 분진작업업무(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⑥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산업안전보건법)
⑦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⑧ 의료기사의 업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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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업무가 아니더라도,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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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② 근로자파견 절대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썼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을 위반한 경우

파견기간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간
합의시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고령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의 연장 가능
-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시간
-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확보 필요 시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최장 6개월)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는 법원에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불법파견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④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경우

∙형식적으로 도급 · 용역 · 하청· 위탁 등의 계약 하에서 원청
사업장에 가서 일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불법파견
으로 간주됩니다.
위장도급 · 불법파견 판단 체크리스트
1. 하청회사의 실체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사실상 없는 경우
①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채용, 해고, 승진 등의 인사결정과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지급 등에 원청이 관여하는 경우
② 4대보험 가입,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 발생 시 원청이 처리하는 경우
③ 하청의 사업 소요 자금, 필요 자재, 비품, 사무실 등을 원청이 제공하는 경우
2. 하청회사의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사실상 없는 경우
① 도급계약 내용이 일의 완성이나 사무 처리의 위탁이라기보다 사실상
노동자의 노무제공인 경우
- 도급계약상 업무내용이 아주 추상적이거나 반대로 아주 세밀한 경우
모두 포함
- 도급료가 일의 완성에 따른 포괄적인 대가가 아니라, 투입 인원수,
투입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② 원청에서 작업배치 변경 결정과 업무지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③ 원청회사가 하청 노동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및 휴가 승인에 관여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시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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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파견근로자 취업조건 고지 등
파견사업주는 파견시 미리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파견근로자가 파견대가에 대한 내역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가 미리 고지해야 하는 취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 파견사유(출산 ·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 ·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월 평균임금 25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제공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

∗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근로 장소
∗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

01

∗ 휴일 · 휴가,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안전 및 보건
∗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파견사업주의 과도한 중간공제 가능성 예방을 위해 파견근로자는
파견대가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 금지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해 당해 사업장의 동종 · 유사업무 종사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작용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면 안됩니다.

조사
사용자의 불합리한 처우가 있는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등 조사

∗ 업무 시작 및 끝나는 시각과 휴게시간
∗ 근로자파견의 대가(對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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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문
조사보고서 및 당사자 주장 작성
심문 · 판정회의 개최

03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
결정에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결정에 승복시 시정명령 등 확정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사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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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동조합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 행정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등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1회위반 경고,
2회위반
영업정지 1월,
3회위반
영업정지 2월)

노동조합 역할 및 설립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며,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
합니다.
∙근로자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행정관청은

[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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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벌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위반

1천만원 이하 벌금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금지업무
위반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 위반
파견근로자 취업조건을 고지하지
않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접고용 불이행한 근로자
1인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처분

파견대가내역 서면으로 미제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미이행

1억원 이하 과태료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이행사항
미제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파견기간 위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 등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유로 불리한 처우 할 경우
이하 벌금

심사 후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설립신고서에 하자(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완요구 및 반려할 수 있음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는 가입원서(노동조합의
규약에 동의)와 조합비를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도 사업의 경영담당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기업별 노동조합
지역일반 노동조합(일반노조)
그 외 노동조합

특징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종/기업을
초월해서 만든 노동조합
일정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특정 지역의 기업, 직종, 산업을 불문하고 한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는 형태.
기존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형태로 개인가입 형태의
독특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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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금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노동조합 조직 · 가입 및 조합업무 추진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③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
④ 노동조합 조직 · 운영에 지배 ·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⑤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보복적인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사용자는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
구분
노동조합

위반사항
부당노동행위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미이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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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연락처
서울시 마을노무사
소규모사업장의 노동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방문
컨설팅 수행
∙서울지역의 9인 이하 고용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법,
임금계산법 등 기초노무관리관련 무료 컨설팅을 지원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아래 기관에 방문, 메일, 우편, 팩스 통해 신청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전화(02-2133-5423),
팩스(02-2133-0709)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전화(02-2174-5110),
팩스(02-3278-8120)
-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6119(고객센터)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권 침해 상담, 구제절차 안내 및 구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후관리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노동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노동전문가 중 서울시장이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 위촉
∙명예노동옴부즈만 연락처는 120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또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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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센터
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인권교육, 기타 노동자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 www.laborguro.org, 02)852-7341
∙노원노동복지센터 : www.nowonhope.org, 02)3392-4905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 www.sdmworker.org, 02)395-0720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www.sdlabor.or.kr, 02)497-8573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 관련 직장내 권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http://www.workingmom.or.kr, 상담전화 02)335-0101

서울근로자건강센터
50인미만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중심으로 체계적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
∙홈페이지 http://suwhc.or.kr, 상담전화 02)1577-6497, 02)694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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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임금체불, 폭행, 부당
노동행위, 직장내 성희롱 등

부당해고 등, 부당 노동행위, 차별시정 등에 대한 구제신청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무료상담 전화예약(국번없이) 1350
구

분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종로구,중구,서초구,동대문구

02)2231-0009

서울강남지청

강남구

02)584-0009

서울동부지청

강동구,송파구,성동구,광진구

02)403-0009

서울서부지청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02)713-0009

서울남부지청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

02)2639-2143

서울북부지청

강북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중랑구

02)950-9880

서울관악지청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02)3281-0009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 권익침해 관련 무료 법률구조
∙홈페이지 www.klac.or.kr,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문의 및 관리, 산재신청·보상과
재활지원 및 근로자 복지 지원(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관리, 실업급여 신청 등
∙홈페이지(고용보험서비스) www.ei.go.kr
분

∙홈페이지 www.nlrc.go.kr
∙서울지방노동위원회 02)3218-6077~6079,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26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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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상담전화 (국번없이)1588-0075
연락처

서울고용센터

종로구,중구,동대문구

02)2004-7301

서울강남고용센터

강남구

02)3468-4794

서울서초고용센터

서초구

02)580-4900

서울동부고용센터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02)2142-8924

서울서부고용센터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02)2077-6000

서울남부고용센터

양천구,영등포구

02)2639-2300

서울북부고용센터

강북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중랑구

02)2171-1700

서울관악고용센터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02)3282-9200

서울강서고용센터

강서구

02)2063-67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차별시정, 성희롱, 장애인 차별 등에 대해
진정 및 신고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02)2125-9700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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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및 서울알바지킴이 운영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 강동시민연대 070-8162-1318
∙카카오톡 아르바이트 전용상담 서울알바지킴이 운영 : 아이디 추가 후
질문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 전담노무사와 1대1 상담(평일 10시~17시 운영)
후 권리구제 필요 시 노동권리보호관 등과 연결해 실질적 지원

2. 강동구 취업정보 관련 주요기능 및 연락처
일자리와 인재를 이어주는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동 주민센터 취업지원창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위
치 : 강동구의회 건물 내 1층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전
화 : 02)3425-5834~6

동 주민센터 취업지원창구
∙위
치 : 강일 · 암사1 · 길동 주민센터
∙운영기간 : 매년 3월~10월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전
화 : 강일동 취업지원창구 02)3425-8581,
암사1동 취업지원창구 02)3425-8582,
길동 취업지원창구 02)3425-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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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노동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임금체불, 부당해고, 최저임금위반, 산업재해 등 노동문제 해결
∙변호사, 공인노무사가 상시 상담 진행
∙상담내용 : 채용부터 퇴사까지 제반 노동문제, 노동조합 관련사항
∙권리구제 지원 : 조정, 화해, 법률서면 작성 등
∙상담문의 : 노동법률지원팀 02)3425-8715, 8717

찾아가는 노동권익센터
노동현장, 주민 밀집지역으로 공인노무사와 심리상담사 직접 방문
∙상담내용 : 노무상담, 감정노동 스트레스 검진 및 심리상담
∙상담문의 : 노동법률지원팀 02)3425-8716

노동법률ㆍ노동인권 교육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위해 함께 학습하는 기회 제공
∙시민노동법률학교
- 4주 완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1주 2시간)
∙사업주 교육
- 반드시 지켜야할 노동관계법령 및 알수록 반가운 지원금 제도
∙노동단체 교육
-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중ㆍ고등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과정
∙10인 이상 신청시 원하는 내용으로 교육 진행
∙상담문의 : 노동교육홍보팀 02)3425-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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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감정노동의 이해 및 감정노동에 의한 스트레스 해소
∙사전예약 후 심리상담 전문가와 개인(1:1) 상담으로 진행
∙상담장소 :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상담실
∙상담문의 : 노동법률지원팀 02-3425-8714

노동자 문화ㆍ복지 지원
더불어 행복한 워라밸(WLB) 지원
∙노동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연계
- 고용, 법률, 금융, 주거, 건강 등 복지서비스 연계
- 대상 : 여성, 청소년,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
- 상담문의 : 노동기획협력팀 02-3425-8704
∙노동자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 건강관리 서비스 (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교실’)
-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 취약계층노동자 여가활동 지원 : 영화 상영회, 인문학 강좌 등
- 상담문의 : 노동교육홍보팀 02-3425-8723

정책연구
다양한 연구를 통한 강동구 노동환경 개선방안 모색
∙근로실태 조사 및 정책개발
- 사업장 규모ㆍ업종ㆍ고용형태에 따른 노사고충사항을 반영한 노동정책 개발
∙노동정책 포럼
- 강동구 실정에 맞는 노동정책 발굴 및 노동환경 개선방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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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지원조건 : 과세소득기준 월 21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금액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원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 충족시 소급 지급
- 상담문의 : 소상공인지원팀 02-3425-8727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강동구 본사 소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은행여신 담보능력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를 보유한 자
- 금 리 : 연리 1.8%
※ 강동구 생활임금 준수업체는 연 1.5% 우대금리 적용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한도 : 업체별 2억 이내 (상시 접수)
- 상담문의 : 소상공인지원팀 02-3425-8727
∙특별신용보증 추천지원
- 지원대상 : 강동구 본사 소재 사업체로서 사업성 및 신용상태는
양호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상시 접수)
- 지원금액
신용담보력 2천만원 초과 업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신용담보력 2천만원 이하 업체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 상담문의 : 소상공인지원팀 02-3425-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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