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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does TUPE apply? 
 

TUPE라고도 불리우는 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2006 는 널리 알려진 규정이지만 어떤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

는 경우가 많습니다.  

 

TUPE의 목적은 피고용인을 사업체 일부가 매각되거나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것과 같은 비즈니스 결정으로부터 피고용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TUPE는 고용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변화를 직원에게 통지하고 상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원들을 새로운 고용주에게 자동으로 트랜스퍼하고, 새 고용주

가 기존의 고용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피고용인을 보호

합니다. 직원에게 통지하고 상의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

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TUPE는 고용주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TUPE의 영역은 광범위하며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TUPE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중재인은 고용법 판사입니다.  

 

TUPE가 적용되는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상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트랜스퍼: 경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업 전체 혹은 일부가 다른 이에게 양도 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은 양도 직전에 영국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트랜스퍼는 자산 매각이라고도 불리우며, 매수자는 매각자의 사업체의 전체 혹은 일부를 획득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매각자의 공장, 기계, 

부동산, 영업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TUPE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의 단순한 주식 매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각은 회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업체가 합병되는 것과 같이 주식 매각의 결과로 생기는 변화는 TUPE 트랜스퍼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변경: 서비스 제공자 변화를 수반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1) 내부적으로 관리되던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2)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제공되던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3)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제공되던 서비스를 다른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업무나 일회성 이벤트, 단기 업무 등은 서비스 제공 변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티백 공급자를 바꾼다고 해도 트랜스퍼

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트랜스퍼가 미치는 영향 

비즈니스 트랜스퍼나 서비스 제공 변경이 이루어질 때, 사업 매수자와 새로운 외부 업체는 매각자의 피고용인을 채용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같은 사업

을 진행할 때는 경험 있는 기존 피고용인을 계속 고용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만약 비즈니스 트랜스퍼나 서비스 제공 변경이 이루어

진 사유가 사업이 부진을 겪었기 때문이라면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TUPE가 예전 사업체에 고용된 피고용인을 해고와 같은 조치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퍼가 있

을 경우 새로운 고용주는 원하는 대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application of TUPE,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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