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 및 교육 후 의무복무 기간 중 퇴직자의 연수비, 교육비 반환 약정 – 임금 상당 

반환 약정 무효 BUT 순수 교육비 반환 약정 유효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참조),  

 

(2) 다만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



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

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참조). 

 

(3) KAIST 박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선정, 회사의 연수파견명령에 따라 휴직절차를  

없이 3년 동안 위탁교육, 박사학위 취득 

 

(4) 회사규정 –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학위과정은 장기연수

에 해당하고 국내 장기연수자에게는 정상급여와 상여금을 지급 및 별도로 연수경

비(이동경비, 학비, 체재비, 교재비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 + 연수기간의 2배 이

상 의무복무 규정, 위반 시 연수에 소요된 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 

 

(5) 의무 복무 기간 만료 전 퇴직한 사안  

 

(6) 판결요지 -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회사가 원

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우선 부담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연수를 종료한 후 원고 회사에서의 의무

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원고 회사에게 위 급료 및 상여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의 예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판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 

 

(2)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

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

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3)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

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

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파견근무기간 중 파견한 기업체에게 재적한 채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해외의 타 회사에 파견되어 파견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파견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는 현지근무를 통한 실무훈련에 대하여 

파견된 회사가 지급한 물품에 해당할 뿐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파

견한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금

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5)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에게 파견된 해

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

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

다. 



 

(6) 근로자가 파견된 해외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은 파견한 기업체의 노무지휘권

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곧 파견한 기업체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라고도 할 수 있

으므로 그 기간 중에 파견한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및 수당은 임금

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

한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및 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자에

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

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1)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

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

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

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

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

되어 무효이고(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참조),  

 

(2)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

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

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

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7388 판

결 참조). 

 

(3) 원고 회사는 피고의 해외근무기간 동안 통상급여와 해외근무수당 외에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하여 부임여비, 이주비, 주택임차료, 차량보조비, 가족여행비, 의료

보험료, 세금보조로 모두 2억 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4) 위와 같이 피고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원고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한 점, 파견된 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외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피고와 그 동

반가족을 위하여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

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

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는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

로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

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

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