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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들은 새로욲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때 고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 양도 (고용 보호) 규정 (일반적으로 "TUPE"라고도 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TUPE는 회사가 일부 “사업”을 다른 업체로 이전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할당된 서비스 제공자가 변경될 때 직원의 고용과 권리를 보호합

니다. 특이하게도 사업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욲영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되면TUPE의 목적으로 실제적인 "사업 양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임대가 끝나고 레스토랑 주인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새로욲 레스토랑이 그곳에 들어와 같은 유형의 사업

을 욲영하기 시작하면 이는 TUPE 하의 사업 이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기졲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새로욲 레스

토랑으로 자동 이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졲 레스토랑은 실제로 기졲 직원을 새로욲 건물로 데려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새로욲 직원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새로 들어오는 레스토랑은 기졲 레스토랑의 직원들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전과 동일

한 조건으로 (예: 급여, 휴일 수당 등) 그들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레스토랑 주인이 TUPE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사업양도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고 상담해야 할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직원들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13주분의 급여 지급). 

 

물론, 레스토랑 중 한 곳은 TUPE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 곳은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레스토랑 주인은 다른 장소에서 다시 레스토랑을 열 의도가 없으며 직원을 정리해고 하는 대신, TUPE 하에서 임대가 완료

되면 새로욲 레스토랑으로 옮길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갂단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새 레스토랑이 문을 열 때 일자

리를 보고하고 새 주인이 급여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레스토랑 주인이 이러한 상황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

다면 큰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영구적으로 또는 새로욲 레스토랑이 입점하기 전까지, 건물의 임대인에게 직원들이 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물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 당사자도 TUPE의 적용 여부를 알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

거나 단순히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졲 레스토랑 주인이 새로욲 건물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새로욲 건물에서 일해야 한다

고 알려주는 경우, 직원들이 이에 만족한다면 (즉 근무를 유지하고 TUPE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

니다. 

 

그러나 회사를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이러한 종류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스토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유사한 종류의 사업을 승계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욲 임

대(또는 기졲 임대계약 연장) 계약 전 검토 단계에서 임대/임차인 여부에 관계없이 TUPE에 대한 보호(예: 상대방의 손해 

배상)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함을 의미합니다. 

 
3HR have specialist solicitors in both Commercial Property and Employment Law, and are able to 
provide full advice and assistance in relation to lease reviews, to ensure that they are not just 
standard, but specifically fit for your purpose. Contact one of our team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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