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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당해 연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그 해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인 휴가가 필요한
경우 다음 해에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연차휴가 선사용은 비록 법
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원활한 휴가사용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최근 일부기업에
서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
자의 승인을 통해 실시하며 연차휴가 선사용 후 다음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중
도퇴직하는 경우에는 선사용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시의 임금ㆍ퇴직금에
서 공제한다는 것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연차휴가 선사용일수는 다음 해의 휴식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선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반드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실시될 것이 필요하다. 또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휴가 발생 전에 중도퇴직하는 경우 선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퇴직시의 임금ㆍ퇴
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선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임금ㆍ퇴직금에서 공제하게 될 때, 그 공제금의 성격은
다음 해 대체할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결근일에 해당하는데도 임금을 지급한 것이
므로 부당이득의 반환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의 공제금 즉 결근
일에 지급된 금전은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 연차휴가 선사용으로 인해
다음 해의 연차휴가가 미리 소진됨으로써 다음 해의 휴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그 운
용과정에서 사용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되며,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선사용 약정은 그
효력이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
입법개선안으로 현재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해 적용하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연차휴가일수 일부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휴
가를 자동적으로 이월ㆍ저축되도록 하고 이월ㆍ저축된 연차휴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
여 유효기간 경과시 연차휴가수당지급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연차휴가 선사용의 필요
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 주제어: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부당이득, 평균임금,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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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1)제도를 두고 있다. 연차휴가의 취지는 매년 일정기간 근로의
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와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 해가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므로 과거 대다수 근로자는 미사
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호하여 가능한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
고 연차휴가수당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가 문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가 수당 대신 휴가를 실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또한 사용자가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 연차휴가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적극 실시함에 따라 연차휴가의 부족상황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해 연도에 부여된 연
차휴가를 모두 사용해버린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가적인 휴가 사용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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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기업에서는 비록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
상 다음 해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자
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실시하며 연차휴가 선사용 후 다음 해 연차휴가가 발생
하기 전 또는 다음 해의 연차휴가일수가 선사용일수보다 적은 상태2)에서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부기업에서 실무상 도입하고 있는 연차휴가 선사용은 (1) 그 선사용일수
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선사용을 거부할 때 근로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지, (2) 다음 해 연차휴가 발생 전 중도퇴직하는 경우 선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임금
1) ‘연차휴가’라는 용어는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
가를 주어야 할 때(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
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
할 때(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의 경우에 다음 해의 연차휴가일수가 정상적인 휴가일수보다 적게 발생한
다. 이 경우에는 다음 해 휴가일수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선사용한 휴가일수가 퇴직년도에 부여되는 휴가일수보다 많
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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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때 그 공제금의 성격은 어떠한지, (3) 선사용일수에 대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임금전액불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4) 공제금을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5) 연차휴가 선사용
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 궁
금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차휴가 선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연차휴가와 선사용
1. 연차휴가제도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
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2항). 사용
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
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
일을 한도로 한다(제4항).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
칙이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5항). 연차휴가는 유급으로서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
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항).4) 당해 연도에 미사용한 연차휴
가는 그 해가 경과하면 소멸되나 소멸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한
다.5)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항).
3) 우리나라와 일본이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의 가산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제기준과 독일ㆍ영국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박
수근ㆍ김근주, “연차 휴가의 법적 성격과 쟁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 제28권 제2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0, 73면).
4) 대법원은,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
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
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
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5)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8,
4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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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법적 성질에 관해 살펴보면 연차휴가를 출근율과 무관하게 일정기간의 근
속기간만을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식보장적 성격을 갖는
다고 볼 수 있고 일정수준의 출근율을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보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6)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휴식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고7)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다만 대
법원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
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
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판시하여 연차휴가를 근로대가적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본다.8)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근율 8할 이상 또는 개근을 연차휴가 부여요건으로 정
하고 있고 대법원도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판시하
고 있어 연차휴가의 근로대가적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9) 하지만 2003. 9. 15.
법 개정에 의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

법상의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은 휴식보장적 성격과 근로대가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연가(연차휴가)를 출근율을 고려하
지 않고 당해 연도부터 기본 일수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10) 공무원의 연가는 휴식보장
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11) ILO 제132호 연차유급휴가 협약에서는 휴가의 최소
한도의 일수를 정하기 위하여 1년이라는 기간단위를 사용하고 1년이라는 근무 도중에
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1년의 근로제공을 휴가의 발생요건으로 하지 않
는다. 휴가부여 단위기간 1년 동안에 근무기간이 부족한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휴가
6) 일본의 경우 노동기준법에서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에 관해 ‘고용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39조제1항), 근로일(소정근로의무 발생일)과 출
근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7)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619 결정.
8)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9) 김홍영, “휴식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의 제도개선론”,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 제4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6, 163면.
10) 공무원의 경우,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중간생략>, 6년 이상 21일의 연
가를 부여하고 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제1항).
11) 김홍영, 전게논문,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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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를 부여한다.12) 또한 유럽공동체(EC)는 1993. 11. 23. 채택한 “근로시간편성에 관
한 지침”에서 근속기간 1년에 최소한 4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
조), 이 기준은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에 대하여 근속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영
국도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만을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출
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13)
이러한 공무원의 연가규정, 국제기준 및 외국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현행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제도를 휴식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연차휴가 부여요건을 출근율과 무관하게 단위기간 별로 일정 휴가일수를 보장하는 방식
으로 입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연차휴가 선사용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건강의 회복과 재충전, 문화생활의 영위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 부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기업의 인력운용에 여유가
없어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자유롭게 실시하지 못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
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만료 후에 수당으로 보상하여 왔기 때문에14)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들은 휴가 실시보다는 수당지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15)
그리하여 과거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상태로 남게 되는 상황이
어서 현재와 같은 연차휴가 선사용의 문제는 대두되지 않았다.
현재는 근로자의 경제사정이 과거보다 나아지고 휴가실시의 선호도가 높아져 비교적
자유롭게 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근로
자는 연차휴가 부여기간 중 초반에 휴가를 미리 다 써버리면 남은 기간에 개인적인 사정
으로 회사를 쉬어야 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결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연차휴
12) Convention C132 - Holidays with Pay Convention (Revised), 1970, Article 4). 실제근로일수를 연차휴가 발생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다(Convention C132 - Holidays with Pay Convention (Revised), 1970, Article 5.2).
그리고 질병, 부상 또는 출산과 관련되어 근무가 결여 된 경우는 근무기간의 일부로 취급된다(Convention C132 - Holidays with
Pay Convention (Revised), 1970, Article 5.4).
13) 박수근ㆍ김근주, 전게논문 73면.
14)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734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 ｢1년 미만 근
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5, 3면.
15) 하상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 ｢월간 노동리뷰｣ 2012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2, 32면; 하
경효, “연차휴가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노동법포럼｣ 제17권 제17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6,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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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여기간 종반까지 휴가를 사용치 않고 미루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미루다가 연차휴
가 사용기간 종료시까지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기게 되면 남은 휴가는 다음 해에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게 된다.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 실태는 휴가제도의 취지를 제
대로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매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
이 있다.
이에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면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9. 15.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제61조)
가 도입되었는데,16)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
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 이에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비
용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해 연도에 발
생한 연차휴가 전부를 소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체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
을 정도였기 때문에 휴가 부족으로 인한 고충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삶
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수당보다는 휴가를 적극 실시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또 사용자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의 휴가 부족사태의 고충
을 해결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미루지 않고 언제든지 안심하고 연차휴가를 소
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활용할 필요가 대두되
었다고 할 수 있다.

III. 연차휴가 선사용과 임금공제
1. 연차휴가 선사용일수
연차휴가 선사용은 당해 연도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버린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한다
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익한 제도로 평가되고 또한 연차휴가 선사용일수는 다음 해의
16)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는 그 입법례를 찾을 수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제도이다(김천수, “연차유급휴
가 활성화 방안 연구: 연차휴가 법정대체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법학｣ 제69호, 한국노동법학회, 2019,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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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며 다음 해 연차휴가 발생 전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도 선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전을 퇴직시의 임금ㆍ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있어 사용자에
게 발생하는 별다른 손해도 없다. 그럼에도 연차휴가 선사용은 다음 해의 휴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보장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
문이 생긴다. 연차휴가 선사용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뒤에 논하기로 하고, 연차휴가 선사
용에 대한 법원의 위법성 판단이 없는 현시점에서 연차휴가 선사용이 실무상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 선사용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차휴가 선사용이 인정된다면 연차휴가 선사용일수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할
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개인별 연차휴가일수는 근속년수에 따라 차이가 나며 법상 최
대 25일까지 발생한다.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연차휴가 선사용을 허용할 것인가는 법적
으로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해진다. 연차휴가 선사용 가능일수에
대한 장래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론상 재직 중에 발생 가능한 연차휴가일수 전
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정년퇴직시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정년퇴직시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 전부가 선사용의 범위에 포함된
다고 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선사용 가능일수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다음 해 연차휴가만이 아니라 계속하여 또는 한꺼번에 2년 혹은 3년간 또는
그 이상의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한다면 어떨까? 지나치게 많은 일수의 연차휴가 선
사용은 근본적으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지만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정과
간절한 요청이 있을 때 이를 허용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이고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휴가 선사용은 다음 해 또
는 그 다음 해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문제
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바람직한 휴가관리를 위해서는 가능한 다음 해의 적정한
연차휴가 부여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수준 선사용일수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사견으로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선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다
음 해의 연차휴가일수에 크게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차휴가 선사용일
수의 최대한도는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한정하되, 다음 해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고 본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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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차휴가 선사용 요청을 하였지만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연차휴가 선사용
은 법령으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는 연차휴가 선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한 근거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자는 균
등처우의무(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처벌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
라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선사용을 허용하여야 하는 사법상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2. 공제금의 법적 성격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고 다음 해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중도 퇴직의 경우에 해당되
거나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하지 못해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가 선사용일수를 대체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면 연차휴가 선사용일

상태라면 또 다시 그 다음 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계속하여 선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해지므로 연차휴가 선사용일수에 대한 임금에서의 공제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18)
근로자가 중도퇴직함으로써 연차휴가 선사용일수를 다음 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선사용일수는 결근일로 확정되고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결
근일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결근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19) 이때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공제금의 성
격에 대해 살펴보면,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특정일을 결근하되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해당 일수만큼 대체하기로 약정하고 다음 해 ‘연차휴가 발생’
17)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에 해당하는 일수를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6항).
18) 이러한 상태가 계속 된다면 근로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다음 해 그리고 다음 해에
는 그 다음 해에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
19) 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저축연가에서 차감하며, 저축연가가 없을 경우 복무규정 및 복무･징계예규에
따라 해당연도 마지막 근무 월에 초과된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근시 보수처리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88호, 4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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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일은 다음 해 연차휴가로 대체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약정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실
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일은 원래대로 결근일로 처리되고 사용자는 그 결근일에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된다. 사용자가 그 결근일에 이미 지급한 임금은 노무의 제공 없이
지급된 금전으로서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
득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20)
이와 달리 연차휴가 선사용은 다음 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당해 연도에 미리 당겨
쓰고 다음 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변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
로 변제하기로 하는 소비대차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
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98조). 따라서 소
비대차에 의해 근로자가 차용한 연차휴가는 다음 해의 연차휴가로 변제하여야 하고 다
음 해 연차휴가로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공
제금은 대여금의 반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연차휴가 선사용일수에 대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공제금의 성격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여금의 반환으로 볼 것인가? 살피건대 다음 해
의 연차휴가 발생여부는 불확정적이다. 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고 또 발생 여
부도 불확실한 시점에서 사용자가 다음 해 연차휴가를 빌려준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
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해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다. 따라서 다음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휴가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는 법
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의 결근일에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되고 그에 따라 임금 또는 퇴직금
에서 공제하는 공제금은 부당이득의 반환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본다.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
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7조) 설령,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연차휴가 사용”이라
는 비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일에 해당하는 가액 즉 연
차휴가환가수당을 부당이익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다.

20)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그러한 이익을 얻음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
야 하며 수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법률상의 원인이 없어야 한다(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7, 4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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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연차휴가 선사용일이 다음 해의 연차휴가로 대체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의 동의를 받아 퇴직 시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해당 선사용일수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
는데, 선사용일수에 대한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해당 선사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반환받고 있다.
이러한 약정은 반환금 채권을 별도로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환방법에 관해 약정한
것이라고 본다. 즉 근로자가 중도 퇴직함으로써 연차휴가 선사용일수를 다음 해에 발생
하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미 부당이득에 의한 법정 채권이 성립하였
으므로 별도의 반환금 채권을 성립시키는 약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약정을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전액불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반채권을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미리
확보하여 둠으로써 반환금을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원활하게 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
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다음 해의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선사용 하였는데, 다음 해 도
래 전에 중도퇴직함으로써 선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 해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연차휴가 선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ㆍ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한가? 상
술하였듯이 연차휴가 선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ㆍ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의 법적 성격은 부당이득반환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선사용하
고 다음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선사용한 연
차휴가는 결근에 해당되고 결근일에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되므로 이는 임금이 초과 지급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과 지급된 임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
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되어 근로자
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연차휴가 선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ㆍ퇴직금
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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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임금전액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제1항). 임금전액불 지급의 원칙을 둔 취지는 임금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근로자의 생계
를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특별히 임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과의 상계를 금지함으
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비록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더라도 그
초과 지급된 임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와 관
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
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
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
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
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시하
였다.21)
또한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
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
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금(부당이득반환금)을 근로자의 임금 또
는 퇴직금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
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가능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임금에 대한 상계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
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정도로 과다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사집행법에서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21)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22)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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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제246조제4호 전단)23)과 퇴직
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제246조제5
호)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상태에서 중도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선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ㆍ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위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연차휴가 선사용일수
에 대한 공제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할 정도인 경우 퇴직시의 임금 또는 퇴직금은
온전하게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연차휴가 선사용일수에 대해 근로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로부터 비용상환의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 선사용 허용일수를 설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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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차휴가 선사용과 퇴직금 산정

Legislation

1. 연차휴가수당과 평균임금
퇴직 당해 연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의 미사용일수에 대해 판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
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
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
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
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퇴
직 당해 연도 미사용 휴가일수 전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24) 그
23)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
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제246조
제4호 후단).
2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4855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
1080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 과거 행정해석(근기 68207-2056/노동부 1993-09-23)은, “근
로자가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 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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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근로자가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미
사용한 경우 그 미사용 휴가는 그 다음 해 즉 퇴직 당해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면 퇴직
당해 연도에 전년도 미사용 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소멸된 휴가는 임금청구권으로 전환
된다.25)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26)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
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
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의 산정의 기초
는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그 사용하지 못한 연
차휴가를 임금으로 정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가가 문제된다.27)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명칭이 연차(유급)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휴가보상금, 유급휴가임금 등 다
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28) 여기서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적 임금을 ‘연차휴가
야 하나 근로자가 발생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된 일수만큼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미달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청구권
은 소멸하며 아울러 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견해
를 달리해왔다. 그 후 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제정하여 “사용자는 퇴직년도의 휴가
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
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판례와 동일하게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다.
25)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임종률,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8, 472면;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9, 414면.
2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2조제6호).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조제1항).
27)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ILO기준이나 주요국가의 입법례에서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퇴직에 한정하고 있고 EU의 ｢근
로시간편성에 관한 지침｣41)에서도 금전보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박제성ㆍ강성태ㆍ김홍영ㆍ도재형ㆍ박귀천ㆍ이철수ㆍ
최석환ㆍ배규식,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Ⅱ)｣, 한국노동연구원, 2011, 139면). 하지만 일본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금전보상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菅野和夫, ｢일본노동법｣, 이정 역, 법문
사, 2007, 310면.) 독일에서는 휴가를 금전으로 환가하는 행위는 법률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Manfred
Lowisch, Arbeitsrecht, 3Auf., Werner-Verlag, 1991, Rn. 1023).
28) 하갑래 교수는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두 가지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표현하고 있고(하갑
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사, 2003, 440,491면), 임종률 교수는 ‘유급휴가임금’으로 표현하고 있다(임종률, 전게서, 470-473면).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구분지어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또 판례의 경우도 두 가지 성격
의 연차휴가수당을 혼동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연차휴가근로수당’이라고 표현한 것으로는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
24496 판결;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등이 있고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표현
한 것으로는 대법원 1969.7.8. 선고69다621 판결; 1982.10.26. 선고 82다카342 판결; 1982.11.23. 선고 81다카1275 판결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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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통칭하여 표현한다.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당해 연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의 미
사용 일수에 대해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과 퇴직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
의 미사용 일수에 대해 퇴직년도에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9) 이
하에서 먼저 두 가지 경우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에 관해 살펴보
고30) 이어서 연차휴가 선사용 후 중도퇴직시 선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공제금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의 산입 여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미사용 연차휴가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가. 퇴직년도 발생 미사용 연차휴가
퇴직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것이 퇴직금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법
제

기준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이 다르다.

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
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31)
판례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
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
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29) 또한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환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연차휴가환가수당’과 연차휴가일에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
격을 갖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30) 정명현,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제17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참조.
31) 노동부,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7. 11. 5, 5면.

2020.6

85

Legislation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

법제논단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
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고 판시하고 있다.32)
생각건대,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
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
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며 실무처리방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은, 퇴직시점에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년도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한 환가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로자가 퇴직년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해
당 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면 퇴직시점에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의 대
가로 보게 된다. 전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환가가 이루어지기 때문
에 그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후자의 경우 휴가일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산
정 기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퇴직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하는 시점과
퇴직시점이 일치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즉, 주어진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
는 시점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보는 것이다.33) 이때에는 1년이라는 근무기간
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다면 연차휴가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미사용 휴가일에 대한 보상은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 반
대로 퇴직 당해년도에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34) 이
경우는 퇴직 연도에 발생한 휴가일수보다 퇴직시점이 빨라서 그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
가 적어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에는 근로일수가
휴가일수보다 적어 연차휴가수당을 퇴직 당해 연도의 근로의 대가로 보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에 대한 보상은 연차휴가환가수당으로 보는 것이

3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
14437 판결.
33) 연차휴가사용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퇴직시점(퇴직일)이 12월31일인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다. 만약 퇴직시점이
1월 1일이라면 다음 년도에 새롭게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되는데, 이 경우를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34) 연차휴가사용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새로 부여되는데, 퇴직시점(퇴직일)이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직후인 1월 2일인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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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할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휴가 부여기간 1년 중 중간 지점에서 퇴직하는 경우
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에 대한 보상의 반은 연차휴가환가수당으로, 나머지 반은 연차
휴가근로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여기서 연차휴가근로수당에 해당하는 부분
은 평균임금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퇴직년도 발생한 연차휴
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여부는 퇴직년도 1
년 기간 중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35)

나. 퇴직 전년도의 미사용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그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 그 미사용 휴가를 이월하지
않는다면 퇴직 당해 연도에 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소멸된 휴가는 임금청구권으로 전환
된다.36)
이때 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퇴직년도에 지급하는 연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한다.37) 판례는 퇴직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산정기초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나 퇴직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퇴직년도에 지급하
는 연차휴가수당은 그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
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한 평균임금산정기초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본다.38)
판례와 행정해석의 차이점을 보면 판례에 의하면 퇴직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의
35) 연차휴가사용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퇴직시점(퇴직일)이 12월31일인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은 근로의 대가
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연차휴가사용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퇴직시점(퇴직일)이 1
월 2일인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은 환가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36) 노동부, 앞의 지침, 2면.
37) 노동부, 앞의 지침, 4면.
38)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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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퇴직년도에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 충
족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퇴직 전년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출기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한 해당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임금
에 포함될 수 없다. 반면에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퇴직년도에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년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출기간 3개월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년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는 것이다.39)
실무에서는 행정해석과 같이 퇴직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 처리하
고 있다. 판례의 경우는 퇴직하는 시점이 퇴직전년도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내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이 1년
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행정해석의
태도가 합리적이라고 본다.40)

3. 선사용 연차휴가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다음 해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고 다음 해의 연차휴가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연차휴가 선사용일은 실제로 근로
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일이 된다. 그 결과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일에 유
급 연차휴가를 부여한 격이 되고 결근일에 지급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
다.
이러한 부당이득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퇴직시에 퇴직금 또는 임금에서 공제ㆍ반
환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선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부당이득을 퇴직시의 퇴직금
39) 정명현, 전게논문 173면.
40)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더욱 적절히 반영하여, 사유발생 직전 1년의 기간
을 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생활임금에 비해 현저히 많거나 적은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고 근본적으로 평균임
금 관련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최파라,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
법적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148권, 한국법학원, 2018, 303면). 최근 대법원은, 휴업수당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3개월의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위 기간 중에는 받은 금액이 그 전의 다른 기간에는 받은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위
3개월의 기간이 본래 근로기준법상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소
급하여 1년의 기간인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월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
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88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연차휴가 선사용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또는 임금에서 공제ㆍ반환받는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 선사용일수에 대한 부당이득반
환금이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
호). 연차휴가 선사용이 다음 해 연차휴가로 대체 불가능한 중도퇴직의 경우 연차휴가
선사용일은 결근한 날이 되고 해당 결근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휴가 선사용 시점 즉 결근한 날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서 연차휴가 선사용일(결근일)에 대해 지급된 임금
을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연차휴가 선사용일이 평균임금 산
정기간 3개월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선사용일(결근일)에 대해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근일의 임금공제와 무
관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때, 실
무에서는 행정해석과 같이 퇴직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지

있다.41) 연차휴가 미사용의 경우 그 사용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근로수
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달리 연차휴가 선사용의 경우 그 사용일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부당이득 반환금(공제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으로 하지
않고 실제 연차휴가 선사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그 사용일이 있
는 경우에만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42)
연차휴가 선사용 시점 즉 결근한 날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때의 평균임금과 같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차휴가 선사용 시점 즉

41)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42)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6항에 근거하여, 연가가부족한 공무원이 다음해 연가를 미리 사용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또 미리 사용한 연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시의 임금 등에서 상계처리할 때, 공무원연금법상의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
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상계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인사혁신처에서는 공
무원의 선사용휴가 현황을 별도로 생산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관련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인사혁
신처 정보공개 결정, 2020.5.31. 접수번호: 67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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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한 날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
어 근로자의 퇴직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에 연차휴가 선사용일수가 많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줄어들어 퇴직금
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
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조제2항) 이로 인한 퇴
직금의 감소에는 일정수준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

V. 연차휴가 선사용의 위법성과 입법적 개선방안
1. 위법성 검토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요청에 의한 것이고 사용자는 이
를 단지 허용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 선사용이 순전히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운영되는 한 이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제도이므로 연차휴가 선사용을 근로기준법상
의 연차휴가제도에 위반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의 복지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행정해석도 이러한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해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
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
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회시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43) 다만 행정해석은 근로자 요청
없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일부기업에서 직원이 병가를 실시해야 할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고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그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휴가까지 선사용한 뒤 병가를 승인
하는 질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회시한 바 있다.44) 근로자의 요
43) 1980.10.23, 법무 811-27576.
44)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질의내용 참조. 이에 대해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
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
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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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없이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에 위반됨은 당
연할 뿐더러 비록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면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고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매년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
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45) 이러한 연차휴가제
도는 최저기준으로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
하여 근로자가 정신적ㆍ육체적 휴식과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 해 발생 예정인 연차
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함으로써 다음 해에 휴가가 부족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연차휴가 선사용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지만 한편으로 사
용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왜냐하면 연차휴가 선사용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이월 또는 보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허용하지 않는 반면 다음 해 연차휴

사용일수에 대해 퇴직시 지급되는 임금ㆍ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
문에 퇴직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연차휴가 선사용은 과
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인한 임금의 증가 기회는 박탈되고 오히려 연
차휴가 선사용일수에 대한 임금공제로 인한 임금 감소의 가능성은 새롭게 발생된다.
앞의 행정해석46)에서 보듯이 근로자가 병가 사용 이전에 다음 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거나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진율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
서 휴가가 부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선사용을 허용ㆍ독려ㆍ강요하는 등과 같
이 연차휴가 선사용이 순전히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아닌 비용절감이라
는 목적달성을 위해 연차휴가 선사용이 악용되기도 한다.47)

소지가 있다고 회시하고 있다.
45)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619 결정.
46)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질의내용 참조.
47) 병가의 경우 대체로 취업규칙에 병가기간 동안 일정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병가 대신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활용
하게 되면 임금절감의 효과가 있게 되고 동시에 연차휴가 소진율을 높임으로써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의 부담을 줄
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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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
는 경우 근로자는 당해 연도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하고 휴가의 이월은 허용
되지 않는다. 휴가사용계획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가 연차휴가 정산
기간 말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가적인 휴가사용이 필요할 경우 휴가부족사태가 발생
한다. 이처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
자의 휴가 부족사태의 고충을 해결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미루지 않고 언제든
지 안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차휴가의 선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근
본적으로 연차휴가를 이월ㆍ저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도입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 이는 사용자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고 있다.48) 이때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그 지급경
위, 지급방식 등에 따라 부당이득 또는 임금으로 보고 있다.49) 이와 같이 대법원이 퇴직
금 사전포기약정 관련 판례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퇴직
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단한 것과 같이 연차휴가제도가 근로자에게 정신적ㆍ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사용하도
록 하여 다음 해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면 이러한 연차휴가 선사용은 연차휴가제도의 입
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발생 전에 중간정산이
인정되듯이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발생 전에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퇴직금의 중간 정산은 기왕의 퇴직금 성립 부분에 한정하여 인
정하는 것이고 연차휴가 선사용은 기왕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같은 관점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처럼 연차휴가 선사용은 비록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 연차휴가 선사
용으로 인해 다음 해의 연차휴가가 미리 소진됨으로써 다음 해의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 연차휴가 선사용은 사용자에게 손해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수당)이 줄

48)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49)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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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 수 있다는 점, 연차휴가 선사용은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 지급의 비용부담을 없애
기 위한 목적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극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발생하기
도 한다는 점, 연차휴가 선사용은 그 운용과정에서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자
유로운 의사에 의한 실시가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점, 다음 해
연차휴가는 다음 해 도래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선사
용 약정은 그 효력이 문제된다는 점, 연차휴가 선사용이 순전히 근로자의 편의로 운영된
다면 위법의 소지는 줄어든다고 보지만 실무상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기도 한다
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연차휴가 선사용이 순전히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한 위법성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으나 실무상 연차휴가 선사용에 있어서 상술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 선사용의 위법성은 개별적ㆍ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
다. 이처럼 연차휴가 선사용은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공무원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당해 연도 연가 일수가 부족한 경우 그
다음 해 연가 일수를 일정 한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50) 공무원의 경
우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 비해 사용자에 대한 사용종속성의 정도가 약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남용의 우려가 적고 공무원에게 이익이 보장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어 위헌
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겠지만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와 공무원 간 근로관계의 현
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2. 입법적 개선방안
현행 연차휴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을 근로대가적
성격에서 휴식보장적 성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전년도의 일정 한도 출근
50) 공무원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
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재직기간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
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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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요건으로 해서 당해 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현행 방식에서 출근율과 상관 없이
당해 연도에 일정 일수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연차휴가 선사용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해 연도 미사
용 연차휴가를 그 다음해에 자동적으로 이월ㆍ저축되도록 하고51) 이월ㆍ저축된 연차휴
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그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소멸
되고 소멸된 연차휴가수당청구권도 상실되게 하는 것이다.52)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로 인해 근로자가 이월된 연차휴가의 유효기간 내 이월ㆍ저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월ㆍ저축된 연차휴가의 사용 유효기간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이월ㆍ저축 또
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
준으로 이월ˑ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고(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의3 제1항), 이월ˑ저축
한 연가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제2항),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53)를 제외하고는 연
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54) 공무원과 일반근로자 간에
연차휴가에 관한 제도를 특별히 달리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므로 일반근로자의 연
차휴가도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제도의 개선
이 요구된다.
연차휴가를 일정기간 동안 이월ㆍ저축하게 함으로써 연차휴가 선사용의 필요성을 상
당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버린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정으
51) 행정해석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
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회시하였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 02. 20).
52) 일본은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및 이월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해
당연도에 법정 일수만큼 현실적으로 쉰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노동기준법상 2년간의 시효규정에 따라 이월이 인정된다(박
수근ㆍ김근주, 전게논문, 71면).
53) 공무원의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저축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30일 이상 연속된 병가 또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 경우에 공무원은 저축연가를 사용하거나 연
가보상비 환급을 선택할 수 있음.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받은 경우. 이
경우에 공무원은 저축연가를 사용하거나 연가보상비 환급을 선택할 수 있음. ③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경우는 사망일을 기준
으로 그 때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그 유가족에게 지급함. ④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이 경우는 면직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함(2020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88호, 419면).
54) 공무원의 경우,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를 3년까지 이월ㆍ저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18. 7. 2. 법개정으로 10
년까지 이월ㆍ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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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가적인 휴가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만약 불가피한 사
정으로 휴가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휴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 예전과 같이 결
근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55) 결근으로 인한 인사고과상의 불이익은 본
인이 휴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감수해야만 할 것
이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한도의 연차휴가를 연차휴가 정산종료시점까지 남
겨두어야 할 것이다. 정산종료시점에 휴가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해로 자동
적으로 이월ㆍ저축되고 이월ㆍ저축된 휴가는 유효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이월ㆍ
저축된 휴가는 수당보상 없이 소멸된다. 다만 그 유효기간 내 이월ㆍ저축된 휴가를 사용
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바쁜 업무일정으로 인하거나 상사의 눈치 보기 등과 같은 자
유로운 휴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유효기간 내 이월ㆍ저축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고 하여 이월ㆍ저축휴가를 보상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연차휴가의 이월ㆍ저축이 가능해지면 결국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도입 이전과 같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무한정 이월ㆍ저축되게 되어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같이 특별한 사유 외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연도 연차휴가의 일정한도에 대해서만 휴가촉진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월ㆍ저축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조절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
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56) 휴가촉진제도가 적용되는 권
장 연차휴가일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연차휴가 선사용의 필요성이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일수의 권장 연차휴가일수가 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사용자는 이월ㆍ저축된 연차휴가에 대해 그 유효기간 동안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ㆍ저축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
사용 이월ㆍ저축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55) 공무원의 경우, 이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
56)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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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연차휴가 선사용의 위법성과는 별론으로 지나치게 많은 일수의 연차휴가 선사용은 연
차휴가보장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연차휴가 선사용일수는 적정한 선에서 허용되
어야 하고 반드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실시될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휴가 발생 전 또는 부족한 상태에서 중도퇴직하는 경우 선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선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게 될
때, 그 공제금의 성격은 다음 해 대체할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결근일에 해당하는데
도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의 반환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퇴직 이전 3개월 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선
사용 일수 즉 결근일에 지급된 임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공제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연차휴가 선사용은 비록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 연차휴가 선사용으로
인해 다음 해의 연차휴가가 미리 소진됨으로써 다음 해의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자의 임금(수당)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점, 연차휴가 선사용
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극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
운용과정에서 사용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점,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선사용 약정
은 그 효력이 문제된다는 점, 실무상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기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
이다.
위법성이 제기되는 연차휴가 선사용 대신에 현재 연차휴가제도를 개선하여 연차휴가
이월ㆍ저축을 허용함과 동시에 이월ㆍ저축된 휴가일수의 지나친 누적을 통제하기 위해
일정한도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현재의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연차휴가
선사용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연가규정은 상당히 모범적인 휴가제도로 평가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
의 개선안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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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s of the Pre-use of Annual Leave and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Myung-Hyun Jung
LL. D. Researcher, Dong-A University The Law Research Institute.

Pre-use of annual leave means that employees who have used all of the annual leave
granted in that year need additional leave in advance of the annual leave scheduled for
the following year. Pre-use of annual leave, although not stipulated by law, has recently
made it possible for some companies to pre-use their annual leave on the grounds that
it helps them use it smoothly.
Pre-use of annual leave is conducted through the employee's claim and the
employer's approval. In the event that the employee retires before the next year's
annual leave occurs, the employee agrees that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pre-used annual leave should be deducted from wages or severance pay.
Deduction from wages or severance pay for the pre-use of annual leave is against
the principle of full wage payment and will require genuine consent from employees.
The legal nature of deductions deducted from wages or severance pay for the number
of days of the pre-use of annual leave is considered to be a return for unjust
enrichment, since wages are paid even if they are absent because there is no annual
leave to replace next year. In addition, the average wage for calculating severance pay
shall be calculated by deducting wages paid for the number of days of the pre-use of
annual leave within three months prior to retirement.
Although the pre-use of annual leave is for employee's convenience, next year's
annual leave is not guaranteed as the pre-use of annual leave in advance of next year.
Pre-use of annual leave is not guaranteed by the free will of employees and is f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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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buse the authority of the employers. Considering this and other factors, the pre-use
of annual leave is considered to be in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s annual
leave system.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s annual leave
system instead of using illegal pre-use of annual leave.
Key words: Annual Paid Leave, Pre-use of Annual Leave, Unjust Enrichment,
Average Wage, Severance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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