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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Brexit on Employment  

Brexit가 가까워짐에 따라, 회사와 직원간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사업영역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고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유럽연합의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동의할 목표로 설정한 2018년  

10월 EU 분기별 정상회담까지, Brexit 협상내용이 좀 더 명확해진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즉 Brexit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권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근로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것이 Brexit의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차례 

밝혀왔으며, 심지어 유럽재판소의 관할권이 계속하여 영국법원의 상위에 존재할 가능성을 비치기

도 했습니다. 이 경우, Brexit로 인하여 어떠한 큰 변화를 겪거나 유럽으로부터 통제력을 되찾기보

다는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권리에는 주된 영향이 없을 것이라 예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Brexit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개별 회사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법에 주된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2차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Brexit의 결과에 따라 회사는 영국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고, 유럽 내 다른 곳으로 사업장 이전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나 창고, 공장을 닫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관련된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영국의 오피스 폐쇄 

전후로 정리해고와 같은 대규모의 채용절차가 단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 소모도 큽니다. 따라서 회사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과 그 변화에 수반되는 절차에 대해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걱정해야 할 또다른 사안은 바로 TUPE 규정입니다. 이는 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2006의 약자로, Collective Redundancies and 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Amendment) 

Regulations 2014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양도’ 또는 ‘서비스제공 양도’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가 다른 사업체로 양도될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양도회사(transferor company)의 직원들은 양수회사(transferee 

company)의 직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영역을 양도하실 경우, TUPE 규정이 발효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TUPE 절차는 직원 공지, 대표 임명, 직원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도 발생 이전에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TUPE 규정 중 ‘정리해고 규정’을 따르는 것은 큰 부담과 비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

들은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주는 유럽내 자유 이동 폐지와 같은 이민법의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 국적자를 고용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변화가 사업영역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Brexit가 고용법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지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f you require assistance on any employment matter related to Brexit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No. 191 

Steven King 
Solicitor  
E: steven.king@3hrc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