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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th May 2018 Seminar – TUPE & Redundancies 

           

   Venue:  3HR Corporate Solicitors Limited, New Broad Street House, 35 New Broad Street, London EC2M 1NH | See map 

   Nearest Tube: Liverpool Street Tube Station 

   Date:  Wednesday 16th May 2018 

   Registration:  2:30pm 

   Time (incl. Q&A):  3:00pm to 5:00pm, followed by refreshments/networking 

         

   Speakers:       Thomas Miles – Solicitor / Director and Head of Legal 
David Rushmere – Senior Solicitor / Employment 
Richard Hull – Senior Solicitor /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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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PE & Redundancies 
 

급변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 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급자 교체로부터 

지점 폐점이나 사업 일부 매각과 같은 극적인 변화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결정이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마다 고용주는 법에 따른 의무를 집니다. 고용주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영상의 결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에서 다른 유럽 국가로의 사무실 이전  

 실적이 부진한 지점의 폐점 

 사업 일부 매각  

 서비스 아웃소싱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위와 같은 경영 결정에 관련된 포괄적인 고용법 이슈를 다루고 최적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중점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UPE 와 이로 인한 직원 Transfer  

2) TUPE 와 고용주의 의무  

3) TUPE 와 피고용인 권리 보호  

4) 정리해고 및 퇴직 수당  

5) 클레임시 Settlement 

 

이와 같은 경영 결정으로 야기되는 이민법과 상법에 관련된 문제와 필요한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케이스 스터디를 살펴봄으로써 TUPE 의 영향을 가늠하고 실례를 통해 관련법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이 세미나는 

고용법의 모든 이슈를 고려하여 경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이후 Q&A 세션을 통하여 저희 변호사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If you would like to attend this free seminar, please click here and complete the Seminar registration form 

before Tuesday 8 May 2018. As always, space is limited so please apply early to avoid disappointment. 

http://maps.google.co.uk/maps?q=New+Broad+Street+House,+New+Broad+Street,+City+of+London&hl=en&sll=51.528642,-0.101599&sspn=0.556185,1.571045&oq=new+broad&hnear=New+Broad+Street+House,+35+New+Broad+St,+London+EC2M+1NH,+United+Kingdom&t=m&z=16
https://goo.gl/forms/ipDHIJNY6jZGO9rb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