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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I Get a Tip? 

동서양을 막론하고 팁문화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본래 북미의 관행이었던 이 문화는 요즘 영국 레스토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머지않아 레스토랑 주인이 직원들의 팁을 가져가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팁이      

오롯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돌아가게끔 하고, 사업주가 누적된 팁의 일부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배경은 다름이 아니라 서비스의 100%를 제공한 직원이 팁의 100%를 가져가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서비스 제공자를 누구로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의 경우, 웨이터나 바텐더와   

같이 전방에서 고객을 대하는 직원만 서비스 제공자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요리사나 설거지 담당자, 때로는 청소부 직원과 같이 후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정부가 명확한 정보를 주기 전까지는 이 점에 대해 확실하게 장담하기 힘듭니다. 단지 잠정적인 변화에 대한 뉴스가 언론에 공개되었을 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사항이 공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면서 팁을 받게 될 경우, 이 금액은 국가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 대상은   

됩니다. 또한 최근 카드 결제가 잦아지면서 많은 팁 역시 카드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대부분의 회사는 팁 제공과 동시에 세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팁 제공은 웨이터와 바텐더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포함해서      

분배됩니다. 이러한 분배방식은 전방에서 고객을 담당하는 직원이 받은 팁을 다른 직원들도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령이 발효되면 이 방식

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고객 담당 직원들에게 모든 팁을 취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팁이 직원들에게 배포되는 방법을 떠나서 이 법의 기본 의도는 사업주가 팁의 일부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스토랑 같은 사업장에서는 ‘주인’과 ‘종업원’의 영역은 상당이 중첩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주인은 종종 식당 매니저나 종업원, 또는 주방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일하는" 주인은 팁을 

배분 받을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만약 레스토랑 프론트에서 고객을 접대하는 주인일 경우, 후방에서 일하는 주인에게

는 해당되지 않을 팁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정부로부터 자세한 정부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팁은 여전히 직원들에게만 배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직원’이 바 직원과 웨이터로 제한될 지, 아니면 요리사, 청소부, 설거지 담당자 및 "일하는" 주인도 포함될 지 여부는 정부

의 추가 지침이 공개될 때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정 후 2019년에 발효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사항이 정확히 언제 적용될 것인지 또는 팁 배분에 대한 

회사 방침이 얼마나 제한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회사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팁의 일정 비율을 취하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다분하

기 때문입니다. 

If you would like specific advice on future changes to tipping laws,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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