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면접, 채용조건, 합격 통지한 경우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도 고용계약성립,
근로관계 성립 – 회사의 일방적 채용 철회는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회사 A업체 - 의류 및 화장품 수출업체, 2018년 2월경 헤드헌터업체에 온라인 화
장품사업 해외마케팅 업무담당직원 채용의뢰

(2) 헤드헌터에서 다른 업체에서 화장품 마케팅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B에게 기
본급 1억원에 인센티브 5~10% 조건 이직 제안

(3) B씨 면접, 3월 헤드헌터 담당자로부터 '최종 합격 및 처우안내' 문자메시지 받음

(4) 6월 1일부터 A업체에 출근하기로 B씨는 이직을 위해 4월 말 기존 회사 퇴직

(5) A업체는 5월경 입사일자 조정, B씨에게 기본급 6000만원으로 변경한 계약조건 이
메일 송부

(6) B씨 항의 후 A업체는 입사예정일인 6월1일 당일 "귀하의 입사지원에 대해 불합
격을 통보한다"는 이메일 보냄 - "노동부 확인 결과 아직 입사를 완료하거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7)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2018년 11월 "A업체가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판정, 회사에서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에서도
중앙노동위는 2019년 3월 같은 결정

(8) A업체 재심판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9)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

2. 근로계약의 성립 판단기준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채용내정 통지 근로계약 성립

기업이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구인을 해놓고 이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번복했다면 부당해
고라는 판결입니다.
니다.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의사를 밝혔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입

근로계약은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를 모집하는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 근로자가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이는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B씨가 면
접절차를 거쳤고 사용자 A업체가 채용의사를 통지했다면 이는 상호 근로관계가 성립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회사가 불합격 통보로써 한 해고는
부당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