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발령, 일정기간 후 무보직 시 해고사유 취업규칙 적용 해고,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

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1.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인사권 재량행사 정당   

 

기업이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

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

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

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와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

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

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 요소라고

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8. 선고 2000두8011 판

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2.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의 해고사유 

정당성 판단 기준 – 단순 적용 불인정, 부당해고 여부 별도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

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

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

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

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

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

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

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대기발령은 조직 개편 및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2)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적용 해고 

A. 항소심 판결 – 부당해고 아님 

B. 대법원 판결 – 부당해고 여부 별도 심리 및 판단해야 함 

C. 원심이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그 

부진의 정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나아가 향후에

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지, 피고가 원고에게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는지 등에 관

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원심 판기 환송  

 

첨부: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