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강사와 학원의 전속계약에서 계약금(사이닝보너스) 법적 성격 – 강사료 선급금 아
니라 전속계약 대가 + 학원은 중도해지 무관 전액 지급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8가단5183074 판결

1. 관련 법리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이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
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
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로기간 동안의 이직
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
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
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
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
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등
참조).

2. 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금은 원고의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강의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의 이직금
지 내지 전속강의 약속에 대한 대가 및 강의료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될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미지급된 계약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계약금이 약 3년의 전속강의를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
라는 취지의 명시적 기재도 없다.

나) 원고가 실제로 강의를 함에 따른 강사료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 제5
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 강사료는 이 사건 계약금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원고의 강의과목분야에서 수강생의 수가 업
계 1위 또는 이에 준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학원에 소
속되어 있는 전체 강사들 중에서도 제일 많은 강사료를 정산 받았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직을 제안하면서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전
속강의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 상당히 높은 금액을 제안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강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다거나 이 사
건 계약의 해지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학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8가단518307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