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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PE: Consulting with employees  

TUPE 트랜스퍼가 있기 전에 고용주는 트랜스퍼에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상의 의무는 실제로         

트랜스퍼 되는 직원들 뿐 아니라 트랜스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직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의 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트랜스퍼에 영향을 받았지만 상의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최대 13주 급여를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으며 상의 의무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지하고 상의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는 직원들에게 직접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대표하는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보통 대표자는    

노조 대표거나(고용주가 노조를 인정할 경우) 선거로 선출된 대표입니다. 상의를 하는 시점에서 대표자가 없다면 고용주는 트랜스퍼의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게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고용주만이 이 절차를 생략하고 직원들과 직접    

상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출은 투표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 과정에 대체로 2-3주를 허용해야 하며      

최소 두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가 한 명일 경우 만일 그 대표자가 사임을 하게 된다면 투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대표자가 선출되고 나면, 고용주는 대표자에게 트랜스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이 때 근무 방식, 감원, 임금 지급일, 복지 혜택 축소 등  

트랜스퍼 관련하여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상의 과정의 목적은 고용주와 대표자가 트랜스퍼가 주는 영향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즉 고용주는 대표자와 교섭하고 대표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주장을 꼭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상의 과정은 트랜스퍼가 이루어지는 날짜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처음 

트랜스퍼를 계획할 때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시작하면 할 수록 트랜스퍼가 이루어

지는 날짜 전에 이 과정이 끝날 확률이 높아지며 날짜를 미룰 가능성이 적어질 것입니다.  

 

적절한 상의를 하는데 드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직원 대표가 이미 존재하고 트랜스퍼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간단한 트랜스퍼

에서 상의 과정은 몇 주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잡한 트랜스퍼일 경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퍼 되기 전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짧은 상의 과정이라

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의 의무를 계약서상으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직원과 상의 과정을 생략한다는 동의를 통해   

상의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If you would like any advice or assistance with conducting a TUPE consultation process, please contact a 

member of our employment team. David Rushmere 
Senior Solicitor  
E: david.rushmere@3hrcs.com 

No.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