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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 TUPE when drafting outsourcing agreements 

회사는 여러가지 상업적 이유로 사업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는 payroll 서비스, 회사 제품 배달 서비스, 사무실이나 식당 혹은 공장 청소 등이  

있습니다. 위탁은 회사가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용역 업체로부터 공급 받던 특정 업무를 새로운 용역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계약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존 아웃소싱 계약의 기본 원칙은 공급자가 회사에 특정 기간동안 일정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복잡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가 많으며 정식 용역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용역 계약서는 회사와 공급자 사이의 법적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용역 계약서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지, 기간은 언제인지 등과 같은 폭넓은 주제를 다루므로 다른 종류의 계약서

와 비교하여 매우 길고 구체적입니다.  

 

고용법 관점에서는 업무 기간이 종료 후의 발생할 상황이 관건입니다. 이는 용역      

계약시 TUPE가 다음과 같은 경우의 직원 트랜스퍼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로부터 외부 업체로 

 한 외부 업체로부터 또 다른 외부 업체로 

 외부 업체로부터 회사로  

 

TUPE는 서비스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UPE로 인해 직원이 회사에서 외부 업체로 트랜스퍼 되는     

경우 외부 업체는 트랜스퍼되는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정리 해고를 실시하거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간이 종료되면 상황에 따라 TUPE가 적용되어 직원이 회사로 다시 트랜스퍼 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직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TUPE의 영향으로 인해 회사나 용역 업체의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용역 계약서에 예상 가능한 직원 지출에 관련된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누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하는지에서 누가 정리 해고에 관련된 지출을 부담하는지 

등을 명시합니다.  

 

용역 계약에서 계약 파기 조항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업무 관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계약이    

어떻게 종료될 것인지 그리고 누가 그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직원들이 트랜스퍼 될지, 그렇다면 누가 비용을 

충당할지 결정하기에는 업무 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은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를 아웃소싱할    

때는 만일의 사태를 커버하는 구체적인 TUPE 조항을 포함하기를 권합니다.  

If you are considering outsourcing a service and would like advice and assistance with 

drafting the outsourcing agreement, please contact a member of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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