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법무] 재직 중 퇴직금 미리 포기하는 약정 – 무효 but 퇴직하여 고용관계 해소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 포기하는 약정 – 유효: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1. 사안의 개요  

10여년 재직 후 퇴사한 직원, 입사 당시 2008. 1. 7. 회사와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 내용: 

(1) 퇴직금은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

의 합의에 의해 당사에서는 매월 지급 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2) 퇴직금은 기본급에 

포함 매월 지급함 

 

퇴직 후부터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80만 원을 지급받

았고, 퇴직자는 2014. 10. 8. 사용자에게 “본인은 2014. 10. 8.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

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쟁점: 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의 효력 유무  

 

2. 대법원 판결요지  

(1)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

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

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

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

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 입사 당시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 중 퇴직금 포기 취지의 약정은 무효 + 따라서 퇴

직 후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금 전액청구 가능함 

 

(2) 퇴직 후 퇴직금 포기 약정은 유효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 퇴직한 후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금청구

권을 포기하는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므로 더 이상 퇴직금청구는 불가함.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가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나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해서 작성경위와 문언에 비추어 

위 각서는 원고가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

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위 각서는 재직 중 퇴직금 포기취지의 연봉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퇴

직 후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하다 그 일부 받고 나머지 금액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 퇴

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하므로 퇴직자는 더 이상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음.  

 

첨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