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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회원사 인사 동정

코참 회원사 내 영국에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시고 한국으로 귀임하신 인사와 새롭게 부임하신 인

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코참 회원사 분들의 따뜻한 환송과 환영 인사를 부탁 드립니다.

• 이노션 월드와이드 영국법인 : 홍석준 법인장님 귀임 / 김종균 법인장님 부임

• 현대자동차: 함재성 책임 매니저 귀임 / 신민철 책임 매니저 부임 

• 삼성전자: 강성욱 프로, 류철우 프로 귀임/ 이택진 프로, 조성활 프로 부임

• 한국은행: 성병희 소장님 귀임/ 김준한 소장님 부임

• 금융감독원: 이주현 소장님 귀임/ 장경운 소장님 부임

[코트라] 인재 채용 지원 서비스 안내

• 대상 기업: 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의 영국법인/지사/사무소

• 주요 내용: 기업의 채용 지원 서비스 제공

• 비용: 무료

• 이용 기간: 연중 수시

• 문의처: 런던 무역관 취업 담당자 (020 7520 5315/ e.parker@kotra.co.uk)

[코트라]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

• 대상 기업: 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기업의 해외지사

• 주요 내용: 기업의 해외 글로벌 인재 채용 지원 서비스 제공

• 비용: 중소∙중견기업은 무료 (대기업은 1명 기준 110만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s://contactkorea.kotra.or.kr/index.do)

*우측 상단 ‘인재발굴 신청하기‘ 클릭

• 문의처: 런던 무역관 취업 담당자 (020 7520 5315 / e.parker@kotra.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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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 [3CS Corporate Solicitors Limited]

Uber 의 판례가 고용주에게 갖는 시사점

최근 대법원에서는 우버 (Uber)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법상으로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 (worker) 의 지위를 갖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에 처음 고용 법정에서 시작
된 중요한 법적 의문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앞으로의 고용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우버는 운전사는 자영업자이며, 우버측은 예약과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중개자일 뿐이며, 따
라서 법정 최저 임금이나 유급 휴가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
원은 우버측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승객을 배정하며 노선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운전
사를 매니지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버와 운전사의 관계는 고용 관계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국 고용법에서 피고용인(employee)과 근로자(worker)는 자영업자와 다르게 여러 법적 보호를 받고 있
습니다. 근로자는 대표적으로 법정 최소 임금과 법정 유급 휴가에 대한 권리에 더불어 회사 내부의 부적
절한 사태를 고발할 경우 (whistleblowing) 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피
고용인은 근로자가 갖는 모든 권리 뿐 아니라 법정 병가 급여, 출산/육아 휴직 급여, 고용 계약 종료시
노티스 등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되며,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또한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피고용인과 근로자의 의미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종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인의 법적 지위는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여러 판례에도 불구하
고 케이스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는 피고용인과 근로자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매니저가 존재하여 업무 내용을 지시하는지, 대체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주기
적으로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와 같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통해 그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큰 영향을 받으면서 고용주들은 효율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으며, 기존의 고용 형태를 여러 다양한 형태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도 늘
어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유동성은 앞으로도 예상되며, 이와 같은 형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인이
더욱 개선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분간 높아질 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우버 판결
에서도 다시 한 번 증명되었듯이, 실질적인 고용 양상이 계약서상으로 명시된 고용 상태에 우선한다는
점을 항상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계약 조건의 합의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회사가 필요
로 하는 방식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Younjoo Yu

Head of Korean Services

Email: Younjoo.yu@3cslondon.com

Direct Tel: +44(0)20 7194 8135 

This newsletter is designed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only.  It does not constitute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and thus should not be relied on. Definitive advice can only be given with full 
knowledge of all relevant facts.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aspect further, please contact us.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No: 597935

◈ 정보제공: 3CS Corporate Solicitors Limited

Thomas Miles

Head of Legal

Email: Thomas.miles@3cslondon.com

Direct Tel: +44(0)20 7194 8138

Hennie Shin

Solicitor

Email: Hennie.shin@3cslondon.com

Direct Tel: +44(0)20 7194 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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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과 원격근무로의 근무패턴 전환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 오피스 기반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비율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EU 기관인
*Eurofound 서베이에 따르면EU 회원국에 거주하는 근로자 1/3 이상이 팬데믹 기간중 전면 재택근무를
해왔습니다.  카리브 제도에 위치한 바베이도스는 경제회복의 일환으로 연소득 $50,000 이상 대상자에
한해 무비자로 12개월 체류 가능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영국에서 온가족이 바베이도스로 단기 이주해
휴양지에서 재택근무를 지속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가족과 거주목적 등을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며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재택근무를 지속하기 원
하는 근로자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주는 소득세, 기업세 (“permanent 
establishment”), 사회보장세, 비자, 노동법, 정보 보호법 등 다각적인 사항들을 고려/리스크 진단 후 허
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면 또는 부분 재택근무가 일반적
인 근무형태로 자리잡게 될 것이므로, 이에 적용되는 국제 협약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은
기존의 유연근무 신청 권리 (the 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를 보장하는 법률에서 한발 나아가
유연근무를 기본 근무형태 (default pattern) 로 하는 법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가들
역시 판데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재택근무 관련 법률을 도입했거나 검토단계에 있는데, 몇몇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2020년 10월 13일부로 원격 근무 (remote working) 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는데, 원격근무는 3개월간
근무시간의 최소 30% 이상 재택 또는 기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본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주는 원격근로계약서 체결, 원격근로시 필요한 IT/사무용품/기타 업무관련 비용 지급, 원격 근무지
리스크 진단 등Health & Safety 규정 준수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적절한 방식으로 원
격 근무자를 모니터링 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프랑스

2020년 11월 고용주 단체와 노조간에 원격 근무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원
칙과 모범 사례들을 공식화 하는 협약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각 고용주는 사내 계약서나 취업 규칙 등
을 도입하여 원격 근무 자격, 근무 시간 모니터링, IT/사무용품 등 지급, 트레이닝, Health & Safety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하도록 권장됩니다.  

• 인사관리 : [Lewis Silkin LLP]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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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과 원격근무로의 근무패턴 전환

아일랜드

National Remote Working Strategy 의 일환으로 아일랜드는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하는 법률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거절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Workplace Relations Commission 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델란드

네델란드 근로자는 이미 원격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으나, 고용주는 해당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비지니스상의 사유로만 거절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수정안이
제기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독일

독일에서는Mobile Working Act 초안이 정부 지지를 받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률의 핵심
은 근로자에게 연간 최소 24일간 원격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 노동
부 (the Federal Labour Ministry) 는 원격 근무 규정 도입/적용시 고용주가 근로자 협의회 (Works 
Council) 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규정 도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Eurofound: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영문 버젼은 루이스 실킨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관리 : [Lewis Silkin LLP]

◈ 정보제공: Lewis Silkin LLP I Ius Laboris I Global HR Lawyers

Soyoung Lee
Associate I Employment, Immigration and Reward
Email: soyoung.lee@lewissilkin.com
T +44 20 7074 8446 I M +44 7827 853250

James Davies
Partner I T +44 20 7074 8035
Email: james.davies@lewissilkin.com

한국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한영 FTA 지원센터 공식 자문위원

Chambers UK 2020 – Top Ranked Practice | Legal 500 2020 – Top Ranked Practice
Who’s Who Legal Global Guides – Global Law Firm of the Year for Labour, Employment & Pensions 2018 & 
2019

© Lewis Silkin in July 2020. This article should not be taken as legal advice and gives general guidance only. Expert advice should be 
taken on particular circumstances. 

www.lewissilk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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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PwC]

재택근무시 발생한 비용 공제 신청방법

Covid-19 락다운으로 인하여 예기치않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 한
비용에 대한 공제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국국세청(HMRC)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재택근무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자격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합니다. 납세자가 재택근무에 따른 비용공 제를 신청
하면 영국국세청는 2020/21년 세무연도가 끝나는 2021년 4월 6일 이후 검토하고 공제대상자 에게 공제금액
을 확인하는 letter를 송부할 것입니다

공제자격확인

재택근무에 따른 비용공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 여부는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여 확인합니다. 
https://www.gov.uk/tax-relief-for-employees/working-at-home. 

£2,500이상의 비용은 연말 종합 소득세 신고서(tax return)를 통하여만 청구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 랍
니다. 

비용공제신청

온라인으로 공제를 신청하려면 Government Gateway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Government Gateway 계 정
이 없는 경우, 'Create sign in details’ 링크에 접속하여 제공된 지침을 따라 계정을 만든 후, ‘Claim using 
the online service’링크에 접속하여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gov.uk/guidance/claim-income-tax-relief-for-your-employment-expenses-p87#claim-
online

이전에 공제를 신청한 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납세자정보를 제공하고 공제신청을 신청하는 해당 과세연 도 (
2020년 4월 6일부터 2021년 4월 5일)를 확인합니다.  또한 근무하는 회사, 회사의 원천징수 참조번 호 (PAYE 
reference)와 납세자의 회사내 직책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고정률 공제 (fixed rate deduction)는 업무와 관련된 기계/ 장비 그리고 특수 전문 의류에 대한 수리, 유 지, 
교체비에 만 해당하므로 ‘No’를 선택합니다. 고정률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확인 한 후 비용공제 신청과
관련된 질문에 ‘No’를 선택합니다. (납세자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외)

‘Using your home as an office’에 ‘Yes’를 선택한 후 네모칸 안에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 재 택근무기간중 일주일에 £6는 영수증없이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회사로 부터
재택근 무수당 또는 재택근무로 인해 지급한 비용을 환급받지 않은 경우, Amount  repaid  to you by your 
employer’ 칸에 ‘£0’를 기재합니다.

납세자가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다른 비용이 있는지 여부와 회사로 부터 기타 비용 관련 수당을 수령했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제신청금액을 기재한 후 공제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영국국세청이 환급
을 하는 경우, 환급 수령자와 환급수령자 주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 절차를 모두 수행하면 Summary page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Summary page에서 앞서 작성한
내용이 정확한 지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로 옮겨가 declaration을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공제신청 진행사
항은 Government Gateway에 접속한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Check Progress’ 버튼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공 제신청시 참조할 수 있도록 ‘공제신청 step by step 가이드’를 첨부합니다.           (뒷장에 계속)

https://www.gov.uk/tax-relief-for-employees/working-at-home
https://www.gov.uk/guidance/claim-income-tax-relief-for-your-employment-expenses-p87#claim%EF%BF%BDonline


Claiming relief for working-from- 
home expenses - “How-to” guide

This “how-to” guide will take you through the process of checking your eligibility for making a claim for 
additional expenses incurred as a result of being required to work from home. The page overleaf 
explains how you can make the claim. Please note that claims will be reviewed by HMRC at the end 
of the tax year and HMRC will contact you to confirm how any successful claims will be repaid.

Checking your eligibility
To check your eligibility for claiming these expenses, please use the following link: 
https://www.gov.uk/tax-relief-for-employees/working-at-home. Please note that if you already 
complete Self Assessment tax returns, or you are making a claim for more than £2,500, you can only 
claim these expenses using Self Assessment.

21

3 4

5 6

87

9

You must select the ‘Working from 
home’ option here to proceed

https://www.gov.uk/tax-relief-for-employees/working-at-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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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confirming that you do not want to claim a flat rate deduction, 
please select ‘No’ to all of the expense claims that follow (unless 
any of these also applies to you) until you reach ‘Using your home 
as an office’.

Once you have clicked ‘Yes’ to this section, you will need to 
confirm the amount paid by you in the relevant box - you can 
insert a total amount that is equivalent to £6/week for the period 
you have been working from home and you won’t need to show 
receipts.

If your employer hasn’t paid you a working from home allowance 
or reimbursed your home working expenses, please enter £0 into 
the ‘Amount repaid to you by your employer’ box.

You will then need to confirm if there are any other allowable 
expenses that you would like to claim for and if you received any 
general expense allowances from your employer.

Making the claim online
In order to make the claim online, you will need to have a Government Gateway account. If you do not 
have an account, please click on the ‘Create sign in details’ link and follow the instructions provided.

To make the claim online, please click the ‘Claim using the online service’ link on this web page: 
https://www.gov.uk/guidance/claim-income-tax-relief-for-your-employment-expenses-p87#claim-online. 
You will need to log in to your Government Gateway account to complete this online claim.

1

After confirming that no previous claims have been made for your 
expenses, you will need to provide some personal details and 
confirm the tax year that your claim relates to - this should be 6 
April 2020 to 5 April 2021. HMRC will then ask you to provide your 
employer’s name, PAYE reference and your job title.

2
As a flat rate deduction is only applicable to individuals who incur 
expenditure on the maintenance, repair or replacement of work 
equipment and specialist clothing, you will need to click ‘No’.

4

After you have confirmed the amount of expenses being claimed, 
you will need to confirm some payment details, including who and 
where the payment will be made to. 

You will then reach a summary page where you can review your 
responses and if you’re ready to submit, complete the declaration 
on the next page and submit to HMRC. You can track the status of 
your claim via your Government Gateway using the ‘Check 
Progress’ button at the top of the screen.

https://www.gov.uk/guidance/claim-income-tax-relief-for-your-employment-expenses-p87#claim-online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최신 영국 주요 경제 지표

 최근 영국 5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11월 누계)

수 출 4,400 4,958 4,692 3,590

수 입 6,368 6,736 6,911 5,665

수 지 -1,928 -1,778 -2,219 -2,074

 영국의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한국의 연도별 대영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가율 %)

1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영 수출
금액 6,288 8,122 6,359 5,515 4,467

증가율 29.2

대영 수입
금액 5,212 6,318 6,809 4,168 4,370

증가율 21.2

무역수지 1,076 1,803 -450 1,34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Calender Years
자료원: 영국 통계청 ONS

( 단위: £10억 증감률 %)

명목 GDP (2019년) 2조 8291억 달러

1인당 실질 GDP, PPP (2019년) 4만 8698 달러

실질 GDP 성장률 (2020년 3분기) -8.6%

실업률 (2020년 4분기) 5.1%

물가상승률(CPIH) (2021년 1월) 0.9%

환율 (2021년 2월 25일) £ 1= ₩1,573.98 £ 1= $1.42

자료원: 영국 통계청 ONS, World Bank, Google 환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질 GDP 성장률(%) 1.7 1.7 1.3 1.4 -9.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

0.7 2.7 2.5 1.8 0.9

정부부채(£10억)* 1730.9 1785.6 1837.1 1891.1 -

-14.9

-14.9

-21.7

7.8

-13.3

-38.8

-19.0

4.8

97



 한국의 주요 품목별 대영국 수출입 현황

2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MTI 4단위 기준)

◈ 문의 및 연락처

▷ 코참 사무국김민정(mjkim@kotra.co.uk) / 김소라(kocham@kotra.co.uk, 020-7520-5322)

KOCHAM 사무국은 영국 및 세계 시장 동향, 무역, 산업 등 유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님을 대상으로 본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

습니다. 해당 뉴스들은 코트라 정보 및 현지 매체 등의 참고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본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 책임 또는 배상의 의무가 없음을 밝힙니다. 본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거나 기타 문

의사항과 개선의견이 있으실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순위

대영 수출 (2020년 12월~2021년 1월) 대영 수입 (2020년 12월~2021년 1월)

품목명 금 액 증감률 품목명 금 액 증감률

총계 4,883 272.3 총계 4,909 342.7

1 승용차 860 0.9 원유 666 21.8

2 전기자동차 727 9.4 승용차 564 -1.6

3 무선전화기 374 14.0 의약품 420 0.3

4 항공기부품 275 -3.3 우라늄 164 -

5 백금 238 4.2 백금 158 15.4

6 축전지 186 -2.9 계측기 146 1.8

7 자동차부품 180 0.2 주류 135 1.4

8 건설중장비 125 -0.7 원동기 132 -7.1

9 아연도강판 104 -3.8 항공기부품 115 4.7
10 타이어 102 -0.6 농약 103 -2.5
11 제트유및등유 100 - 기타정밀화학제품 81 -7.4

12 합성수지 95 1.1 분석시험기 80 3.0

13 기타플라스틱제품 82 0.6 밸브 72 3.4

14 화장품 59 1.8 합성수지 64 -3.2

15 석유화학합성원료 58 -4.6 화장품 6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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