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everance Payment
퇴직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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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목적)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clarify the understanding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employees
by specifying Korean severance payment.
본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간의 이해를 분
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Scope (적용범위 )
This regulation shall be applicable to the system and methods of compensation including wage, bonus,
and other temporary allowances:
이 규정은 회사의 정규직원에 대한 퇴직금계산방법 및 그 지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3.

SEVERANCE PAYMENT ( 퇴직금 지급 )
3-1 Company shall pay the severance payment in accordance with Labor Standards Ac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basis of it will be the average monthly salary as follows.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아래에 명시된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verage monthly salary(평균임금) :
(Previous three months gross salary + Prorate incentive) /3 )
(퇴직전 3 개월 급여와 퇴직전 1 년간 받은 인센티브의 평균)
As an additional benefit for Employees with a long service for the Company the severance payment
will be scheduled as follows(장기근속을 한 근로자는 아래 규정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도가
적용된다:
1

<
10

Service(재직기간)
≤

≤10

Service(재직기간)

full year(근속년수)
full year(근속년수) x

x

1
1.3

3-2. 피합병회사 임직원의 퇴직금 계산은 헨켈테크놀러지스코리아(구, 헨켈코리아)와

각각

의 법률적 법인 합병일을 기준으로, 합병시점이전과 이후로 각각 분리하고 각각의 퇴
직금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The merged company employees’ severance pay shall be calculated separately between prior
service period and after-period respectively as of the consolidation date with Henkel Technologies
(formerly, Henkel Korea) and later will be paid the total amount combining the two payments.
3.2 합병일 이전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합병 후 계산방법보다 임직원에게 유리할 경우, 합
병이전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In cases where the calculation method of severance pay before the consolidation date was more
favorable to that of severance pay after the consolidation date, the severance pay used before the
consolidation date shall be continuously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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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999 년 12 월 31 일 이전 구, 헨켈코리아(헨켈접착건축자재 제외)로 입사한 임직원들은
당시의 헨켈코리아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 되어진다
The employees who joined the former Henkel Korea (excluding Henkel Sealing Construction
Material Company) before December 31, 1999 shall continue to maintain the severance pay
regulation implemented by the Henkel Korea at that time.

3-2. Company will consider at its own discretion an extra payment to the employee who is made
redundant
회사에 많은 공헌을 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 보상에 대하여 결정 할 수 있다.
3-3. In case of closure of the company, the severance payments shall be worked out according to Labor
Act recommendations and “Labor & Management Committee” negotiations.
회사의 폐쇄 시, 퇴직금지급은 근로 기준법의 권장사항과 인사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별도로 시행된다.

4. INTERIM SEVERANCE PAYMENT (
4-1

퇴직금 중간 정산 규정 )

Company can calculate and pay the interim severance payment in advance for the period of
employment when requested by employee who has been in the company, at least, for a minimum of
5 years. However, Company can stop this interim severance payment at any time considering
Company situation
회사는 만 5 년 이상 근속을 한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행할 수 있다. 또
한,
회사의 경영 사정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4-2

After the interim payment is made, all calculation regarding the severance shall start based on zero
years.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임직원의 경우 모든 퇴직금의 계산은 정산일 기준으로 다시
시작한다.

5. Documentation ( 증빙서류 )
Employees must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Severance Payment;
임직원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Resignation
사직서



Interim Severance Payment Request.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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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부 칙

This Regulation shall be rewritten as of October 1, 2010
본 규칙은 2010 년 1 월 1 일부 새로이 기록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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