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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s and Early Conciliation 

고용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재판 청구자는 (매우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Early Conciliation (조기 조정) 참조 번호를 청구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참조 번호가 없다면, 재판소는 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Early Conciliation 참조 번호는 고용인과 고용주가 조기 조정을 시도한 후에 

ACAS가 발행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ACAS의 역할과 재판소에 도달하기 전에 고용 클레임을 해결할 때의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ACAS 란 무엇입니까?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또는 ACAS)는 강력한 산업 관행의 부흥과 촉진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할 목적을 가진 정부기

관입니다. 이 ACAS의 책임 중 일부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조기 조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조기 조정이란 무엇입니까? 

 

조기 조정(Early Conciliation)은 가능한 한 직원이 고용재판소에 재판 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없도록 고용분쟁의 초기단계에 관련 당사자들이 이를 ACAS에 통보하게 하

여 ACAS가 해당 분쟁을 해결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일반적

으로 ACAS에 먼저 연락하는 것은 직원이지만 원하는 경우 고용주도 ACAS에 연락

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왜 조기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고용 재판에서 직원의 주장을 방어하는 일은 큰 비용이 듭니다. 복잡하지 않은 재판

도 약 £ 30,000~£ 50,000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고용재판에서 일반

적인 규칙은 비용은 양측이 각자 자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에 승소하더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고용주는 초기단계에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이 이득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 조정 (Early 

Conciliation)은 고용주가 직원의 불만을 경청하고 회사측의 이익은 무엇인지 자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만사항이 유효하거나 

변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합리적인 보상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 수락되면 직원은 더 이상 

재판소에 같은 내용으로 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기밀 유지 

 

조기 조정 단계는 기밀이므로 직원은 이에 대한 사실을 나중에라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데, 고용주가 협상 중에 취하려던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고 소송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협상에 성공하면 고용주는 공개적

으로 소송을 당해 얻을 수도 있는 부정적인 평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기 조정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ACAS 담당자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일

단 계약이 구속력을 가지면 직원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다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If you would like any advice about early conciliation, please contact a member of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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