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KOCHAM UK 
재영한국경제인협회 뉴스레터 26 March 2021  

 [코트라] 영국, 교육 부문 이벤트 'Learnit 2021' 참관기

 [코트라] 영국 정부 2021/22 예산안 주요내용

 [코트라] 영국 국제통상부 웨비나에서 살펴보는 수소분야 기회

 [코트라] 영국 전기자동차 시장동향

시장정보

 회계 : [PwC] The Chancellor's Budget 2021 주요내용 요약

 인사 : [3CS Corporate Solicitors] 차별금지법

 법률 : [Lewis Silkin LLP] 코로나 19 정부 지원 정책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 정리해고

현지 경영 정보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영국 주요 거시경제지표

 영국 대외 교역동향

 한국-영국 연도별 · 품목별 수출입

공지사항 안내

 [코참] 회원사 인사 동정

 [코참] 신규 회원사 소개

 [코트라]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

 [코트라] 인재 채용 지원 서비스 안내

내용더보기�

내용더보기�

내용더보기�

내용더보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7676&column=title&search=&searchAreaCd=10003&searchNationCd=101010&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e=&searchItemCode=&page=1&row=1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7491&column=title&search=&searchAreaCd=10003&searchNationCd=101010&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e=&searchItemCode=&page=1&row=1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7406&column=title&search=&searchAreaCd=10003&searchNationCd=101010&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e=&searchItemCode=&page=1&row=1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781/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7258&column=title&search=&searchAreaCd=10003&searchNationCd=101010&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e=&searchItemCode=&page=1&row=10


2

[코참] 회원사 인사 동정

3월 코참 회원사 내 영국에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시고 한국으로 귀임하신 인사와 새롭게 부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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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LNG 김점수 사장 귀임 / 이창균 사장 부임 예정

• 무림페이퍼 마익환 법인장 귀임/ 이준우 법인장 부임

[코참] 신규 회원사 소개

신규회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코참 회원사분들의 따뜻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 기업: NH 투자증권 런던사무소

• 업종: Investment

• 대표자: 이용성 소장

• 홈페이지: www.nhqv.com

• 문의처: cutlass@nhqv.com

• 기업: 코넥트 퍼스넬(Konnect Personnel Ltd.)

• 업종: Recruitment Agency

• 대표자: 표정아 대표

• 홈페이지: www.konnectpersonnel.com

• 문의처: joanne.pyo@konnectpersonnel.com

• 기업: 런던 한의원(Pathways Clinic)

• 업종: Private Medical Practice

• 대표자: 류아네스 원장(Agnes Ryu)

• 홈페이지: www.DrRyu.co.uk

• 문의처: info@DrRyu.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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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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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안나/ annach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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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안나/ annacho@kotra.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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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PwC]

The Chancellor's Budget 2021 주요내용 요약

 개요

2021년 3월 3일 재무장관 리시 수낙(Rishi Sunak)은 올해 영국 정부의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COVID-19로 인한 어려움 및 일자리 지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회복 지원 및 공공재정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세금 인상 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Budget 2021의 주요내용 중
Business Tax, COVID-19 reliefs 및 Indirect tax & Duties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Business Tax

- Corporation tax

2023년 4월부터 법인세율이 25 %로 인상됩니다(단, £ 50,000 미만에 대한 법인세율은 19 %로 유지).
한편, £ 50,000에서 £ 250,000 사이의 이익(profit)데 대해서는 25% 적용하지만 relief가 적용되어
평균 법인세율은 그보다는 더 낮을 것입니다. 한편, DPT(Diverted Profit Tax)세율은 2023 년
4 월부터 31 %(현재 25%로 법인세율과의 6%p 차이 유지)로 인상됩니다.

- Extended loss carry back for businesses

Loss carry-back rule이 일시적으로 1 년에서 3 년으로 연장됩니다. 이것은 법인사업자(incorporated)
및 비법인(unincorporated) 모두에게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재정법안(Finance
Bill)에서 입법화될 예정입니다.

•비법인사업자(unincorporated) 및 그룹사가 아닌 회사는 2020-21 년 및 2021-22 년에 각각 최대
£ 2 M 손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룹사인 회사는 2020-21 년 및 2021-22 년에 각각 최대 £ 200,000까지의 손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룹사 전체 한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룹사인 회사는 2020-21 년 및 2021-22 년에 각각 최대 £ 2 M 손실에 대해 혜택을 받는
경우 그룹 전체에 걸쳐 £ 2 M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Super-deduction for plant and machinery

2021 년 4 월 1 일부터 2023 년 3 월 31 일까지 신규 플랜트 및 기계 자산에 투자하는 회사는
첫해에 130 %의 소득공제(capital allowance)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적격 자산에 대해서는
첫해에 50 %의 소득공제(capital allowance)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Making payments of interest or royalties to connected companies in the EU

Finance Bill 2021 법안을 통해 EU이자 및 로열티 지침에 영향을 주는 국내 법률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국과 EU 기업 간의 그룹 내 이자 및 로열티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는 면제 대상이지만 2021 년 6 월 1 일부터 각 나라별 이중 과세 계약 조건에 따라 EU 기업에
대한 연간이자와 로열티 지불에 대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가 적용됩니다.

This publication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guidance on matters of interest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advice. You 
should not act up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without obtaining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express or implied) is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PricewaterhouseCoopers LLP, its members, employees and agents do not accept or assume any liability,
responsibility or duty of care for any consequences of you or anyone else acting, or refraining to act, in reliance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or for any decision based on 

◈ 정보제공: PwC

김진국 회계사 (UK) +44 (0)7483 911114  / jin.kook.kim@pwc.com
(KR) +82 (0)10 9595 9269 /  jin-kook.kim@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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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PwC]

The Chancellor's Budget 2021 주요내용 요약

 Coronavirus (COVID-19) reliefs

-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JRS)

CJRS는 2021 년 9 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직원들은 비근로시간에 대해서 현재 급여의 80 %를 계속
받게 됩니다. 고용주는 4 ~ 6 월 동안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NICs) 및 연금 외에는 추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 월부터 고용주는 비근로 시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7 월에 10 %, 8 월에 20 %, 9 월에 20 %).

-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SEISS) grants

제4차 SEISS 보조금은 £ 7,500한도 내에서 3 개월 평균 거래 수익의 80 %을 한 번에 지급될
것입니다. 해당 보조금은 2 월부터 4 월까지 적용되며 4 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가 제4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9-20의 자기평가(Self Assessment)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5 월부터 9 월까지 제5차이자 마지막 SEISS 보조금이 있을 예정입니다. 보조금 규모는
이직률(turnover) 테스트에 의해 결정되며, 이직률이 30 % 이상 감소한 경우 제4차 보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직률이 30 %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 2,850한도
내에서 30 %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해당 보조금은 7 월 말부터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Recovery Loan Scheme

2021 년 4 월 6 일부터 Recovery Loan Scheme은 대출 기관으로부터의 £ 25,000 ~ £ 10 million의
적격(eligible) 대출에 대해 80 %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 Restart Grants

비필수 소매 사업(non-essential retail businesses)의 경우 주소(premises)당 최대 £ 6,000의 ‘restart
grants) 접객(hospitality), 숙박(accommodation), 레저(leisure), 개인 관리(personal care) 및 체육관
사업(gym businesses)의 경우 주소(premises) 당 최대 £ 18,000까지의 ' restart grants'를 지원합니다.

- Statutory Sick Pay (SSP) Rebate Scheme

영국 전역의 중소 규모의 고융주는 직원당 최대 2 주 동안의 적격한(eligible) SSP 비용을 계속해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VAT reduction for the UK’s tourism and hospitality sector

관광(tourism) 및 접객(hospitality)업에서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시적으로 5%로 인하한
VAT는 2021 년 9 월 30 일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이후 2022년 3월 31일까지는 6개월간은 12.5 %의
VAT가 적용됩니다.

This publication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guidance on matters of interest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advice. You 
should not act up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without obtaining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express or implied) is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PricewaterhouseCoopers LLP, its members, employees and agents do not accept or assume any liability,
responsibility or duty of care for any consequences of you or anyone else acting, or refraining to act, in reliance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or for any decision based on 

◈ 정보제공: PwC

김진국 회계사 (UK) +44 (0)7483 911114  / jin.kook.kim@pwc.com
(KR) +82 (0)10 9595 9269 /  jin-kook.kim@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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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PwC]

The Chancellor's Budget 2021 주요내용 요약

 Coronavirus (COVID-19) reliefs, 계속

- Business rates reliefs

영국의 적격(eligible) 소매, 접객(hospitality) 및 레저(leisure) 시설은 2021 년 4 월 1 일부터 2021 년
6 월 30 일까지 3개월간은 100 % business rate reliefs가 계속 적용 됩니다. 이후 2021 년 7 월
1 일부터 2022년 3월 31 일까지 9개월간은 66 %의 business rate reliefs이 적용됩니다. 단, 2021 년
1 월 5 일에 중단(closed)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당 2 백만 파운드, 이 외의 경우에는 사업 당
£ 105,000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Temporary Stamp Duty Land Tax (SDLT)

일시적으로 £ 500,000으로 인상되었던 잉글랜드와 북 아일랜드에서 주거용 SDLT Nil Rate Band
(0%적용 대상 범위)가 2021 년 6 월 30 일까지 연장됩니다. 그리고 2021 년 7 월 1 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3개월간 £ 250,000로 감소합니다. 한편,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해당 세금이 위임
된 행정부가 별도 관리할 예정입니다.

 Indirect tax & Duties

- VAT threshold

VAT 등록 및 취소 기준액(threshold)은 2022 년 4 월 1 일부터 2 년 동안 변경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Aggregates Levy

2021-22년의 합산부과금 비율은 동결되었으며, 향후 지수연계(index-linking)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 Fuel Duty

연료 관세는 2021 ~ 22 년까지 동결될 예정입니다.

- Air Passenger Duty (APD)

할인 및 표준 단거리 요금은 동결 된 상태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영국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이코노미 항공편 요금은 £ 2 인상되며 프리미엄 이코노미, 비즈니스 및 일등석의 요금은
£ 5 인상됩니다. 개인용 제트기로 장거리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 13 인상 될 예정입니다.

- Vehicle Excise Duty (VED)

2021 년 4 월 1 일부터 자동차, 밴 및 오토바이의 VED는 RPI(가지수, Retail Price Index)에 따라
인상될 예정입니다.

- Company vehicles

2021 년 4 월 6 일부터 연료 혜택 요금과 밴 혜택 요금이 CPI(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에 따라 인상될 예정입니다.

This publication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guidance on matters of interest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advice. You 
should not act up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without obtaining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express or implied) is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PricewaterhouseCoopers LLP, its members, employees and agents do not accept or assume any liability,
responsibility or duty of care for any consequences of you or anyone else acting, or refraining to act, in reliance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or for any decision based on 

◈ 정보제공: PwC

김진국 회계사 (UK) +44 (0)7483 911114  / jin.kook.kim@pwc.com
(KR) +82 (0)10 9595 9269 /  jin-kook.kim@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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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PwC]

재택근무시 발생한 비용 공제 신청방법

2021년 KOCHAM 제2호 뉴스레터에 기고한 ‘재택근무시 발생한 비용 공제 신청 방법’ 의 내용 중 정정
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예를들어 연간소득이 £50,000 이하로 20% 세율이 적용되는경우, 주 £6 에 해당하는 공제를 적용하면
주 당 £1.20 납세금액이 감소됩니다. 연간소득이 £50,001이상 £150,000 이하로 4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주당 £2.40 납세금액이 감소됩니다. 

주재원의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서 (tax return)를 통해서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his publication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guidance on matters of interest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advice. You should not act up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without obtaining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express or implied) is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PricewaterhouseCoopers LLP, its members, employees and agents do 
not accept or assume any liability, responsibility or duty of care for any consequences of you or anyone else acting, or 
refraining to act, in reliance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or for any decision based on 

◈ 정보제공: PwC

김미경 과장 +44 (0)7702 697 814  mee.k.knight@pwc.com

Global Mobility Services, Expatriate tax, Employment tax

정정전 정정후

공제신청금액을 기재한 후 공제신청이 성공적
으로 완료되어 영국국세청이 환급을 하는 경우, 
환급 수령자와 환급수령자 주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공제신청을 하면 영국국
세청은 이를 검토하여 공제 대상일 경우, 납세
자의 세금코드 (tax code)를 정정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매달 납부하는 원천징수 금액이 감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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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3CS Corporate Solicitors]

차별금지법

정부의 록다운 완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긴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는 듯 합니다. 현재 재택 근무를 권장

하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계획대로라면 여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직원의 사무실 복귀가 이

루어질 것이라 추측됩니다. 상당수의 기업이 장기간 갑작스러운 재택 근무를 하게 되면서 직원 관리에

여러 애로 사항이 많았으며, 사무실 복귀 이후 어떻게 직원을 관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는 고용, 해고, 승진, 계약서 조항 변경 등을 포함한 직원 관리시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령

중 하나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9가지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나이

• 성별 정정

• 결혼 또는 civil partnership 

• 임신 혹은 출산 휴가

• 장애

• 인종 혹은 국적

• 종교 혹은 신념

• 성별

• 성적 정체성

많은 고용주들이 위의 특성 중 한 가지를 이유로 고의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차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괜

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의하는 차별은 간접적인 차별도 포함합니다. 즉 회사의 특정

규정이 모두에게 일괄되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위의 특성을 가진 직원이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될 경우 차별 행위라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위의 특성을 이유로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

한다든지 원치 않는 대우를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차별 행위에 대해 회사에 불만을 표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경우 모두 차별 금지법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3CS Corporate Solicitors Limited

신현의
Solicitor
Email: Hennie.shin@3cslondon.com
Direct Tel: +44(0)20 7194 8160

유연주
Head of Korean Services
Email: Younjoo.yu@3cslondon.com 
Direct Tel: +44(0)20 7194 8135

Thomas Miles
Head of Legal
Email: Thomas.miles@3cslondon.com 
Direct Tel: +44(0)20 7194 8138

Commercial ⋅ Corporate ⋅ Dispute Resolution ⋅ Employment ⋅ Immigration ⋅ Property ⋅ H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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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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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
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No: 597935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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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3CS Corporate Solicitors]

차별금지법

간접 차별의 경우 그 차별 행위가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필수 사항이며 과도한 방식이 아

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의 경우 직접 차별도 이러한 방식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과 의사가 시력을 잃을 경우, 고용주로부터 더 이상 수술을 집도하는 것이 허

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카톨릭 교회에서 성직자를 고용할 때 카톨릭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

도 이에 해당됩니다. 

법정 공방이 있게 될 경우, 다른 이유와는 다르게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보상금에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피해자가 겪은 고충의 크기를 가늠하여 적정선에서 보

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차별이 얼마나 중대한 불법행위로 여겨지는지 알 수 있

습니다. 

특정 행위가 차별 행위인지는 가늠하기 위해서는 여러 실제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직원

관리 시 차별 행위인지 의구심이 들 경우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회사에 끼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보제공: 3CS Corporate Solicitors Limited

신현의
Solicitor
Email: Hennie.shin@3cslondon.com
Direct Tel: +44(0)20 7194 8160

유연주
Head of Korean Services
Email: Younjoo.yu@3cslondon.com 
Direct Tel: +44(0)20 7194 8135

Thomas Miles
Head of Legal
Email: Thomas.miles@3cslondon.com 
Direct Tel: +44(0)20 7194 8138

Commercial ⋅ Corporate ⋅ Dispute Resolution ⋅ Employment ⋅ Immigration ⋅ Property ⋅ H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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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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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
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No: 59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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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정부 지원 정책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 정리해고

코로나 19 로 인한 지속되는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영국정부는 기존 고용 유지 보조 제도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JRS”) 를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 적용합니다. 이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
월 30일까지 적용된 1차 연장에 뒤이은 추가 연장으로 본 기고문에서는 CJRS 업데이트 및 정리해고 관
련 주요 사항을 짚어봅니다.  

Q. 정부 지원금과 고용주 분담금 비율은? 

A. 2021년 6월까지 정부가 직원 임금의 최대 80%까지 (최대 월 £2,500) 지원하며, 정부 지원비율과 고
용주 분담금은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감소/증가합니다: 

• 2021년 6월까지: 정부 지원금 임금의 최대 80%, 고용주 분담금 0% 
• 7월: 정부 지원금 직원 임금의 최대 70%, 고용주 분담금 10%
• 8월/9월: 정부 지원금 최대 60%, 고용주 분담금 20%
• 고용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기 기간 동안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연금 분담금 지급

Q. 적용대상이 되는 피고용인은? 

A. 클레임 시기 기준으로 아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1년 4월 30일까지의 지원금 클레임: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PAYE payroll 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2020년 3월 20일 – 10월 30일 사이에 HMRC 에 Real Time Information 
(RTI) 제출이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 2021년 5월 이후 지원금 클레임: 2021년 3월 2일 기준으로 PAYE payroll 에 등록되어 있어
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10월 31일 – 2021년 3월 2일 사이 신규 채용한 직원도 5월 이후
에는 정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3일 이후 채용된 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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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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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정부 지원 정책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 정리해고

Q. 적용 대상이 되는 고용주는? 

A. 영국 은행 계좌와 PAYE schemes 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영국 고용주 (사기업/공기업/모든 규모의
사업장/외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 등) 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두가지 조건을 충촉
하는 모든 한국 기업 역시 CJRS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CJRS 적용중인 직원을 CJRS 제도 종료 이전에 정리해고 가능한가요?  또한 정리해고 비용을 정부 지
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A. CJRS 적용중인 직원을 제도 종료 이전에 정리 해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월 이후부터
는 노티스 페이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리 해고 급여 (Statutory or 
enhanced redundancy payments) 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노티스 페이인데, 노티스 페이는 고용 계약서 조항 (pay in lieu or notice/notice period) 에 따라 계
산방식이 상이합니다.  특히 피고용인이 고액 연봉자이며 고용주가 톱업 없이 최대 월 급여 £2,500 
까지만 지급하는 경우, 노티스 페이가 CJRS 적용 이전의 정상 급여에 기반하는가 CJRS기간 급여에
기준하는가에 따라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게 됩니다. 

Q. CJRS 적용중인 직원을 CJRS 제도 종료 이후 정리해고 할 수 있나요?  

A. CJRS 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업무량 감소로 지속적인 고용유지가 어려우나 향후 정상 업무
복귀가 가능한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하지만
CJRS 종료 이후에도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정리 해고 가능합니다.  유럽 주요 국가의 경우
정부 지원 제도 활용시 제도 종료후 일정 기간동안 정리해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영국은 이러한 제
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은 루이스 실킨 홈페이지 COVID 19 Hub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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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ewissilkin.com/en/campaigns/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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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영국 주요 경제 지표

 최근 영국 5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수 출 622,868 661,601 689,274 571,725

수 입 652,757 687,088 716,744 581,290

수 지 -29,889 -25,487 -27,470 -9,565

 영국의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

 한국의 연도별 대영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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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월)

대영 수출
금액 8,122 6,359 5,515 4,467 824

증가율 29.2 -21.7 -13.3 -19.0 11.6

대영 수입
금액 6,318 6,809 4,169 4,370 955

증가율 21.2 7.8 -38.8 4.8 47.6

무역수지 1,803 -450 1,346 97 -131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자료원: 영국 통계청 ONS

*Calender Years
자료원: 영국 통계청 ONS

( 단위: £10억 증감률 %)

명목 GDP (2019년) 2조 8291억 달러

1인당 GDP (2019년) 4만 9931 달러

실질 GDP 성장률 (2020년 3분기) -8.6%

실업률 (2020년 4분기) 5.1%

물가상승률(CPIH) (2021년 2월) 0.7%

환율 (2021년 3월 24일) £ 1= ₩1,554.27 £ 1= $1.37

자료원: World Bank, 영국 통계청 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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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1.8 1786.7 1838.2 1891.8 -



 한국의 주요 품목별 대영국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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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MTI 4단위 기준)

◈ 문의 및 연락처

▷ 코참 사무국 김민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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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대영 수입 (2020년~2021년 2월)

품목명 금 액 증감률 품목명 금 액 증감률

총계 5,291 233.2 총계 5,326 268.9

1 승용차 935 -0.1 원유 784 8.1
2 전기자동차 791 6.4 승용차 579 -3.2
3 무선전화기 425 29.3 의약품 438 -3.2
4 항공기부품 286 -8.8 백금 218 32.5
5 백금 277 6.1 우라늄 164 -
6 자동차부품 196 -1 계측기 154 3.9
7 축전지 194 -5.1 원동기 143 -1.4
8 건설중장비 145 -0.1 주류 143 -0.1
9 타이어 109 -1.2 항공기부품 127 16.4
10 아연도강판 108 -8.3 농약 111 -4.2
11 합성수지 103 0.4 기타정밀화학제품 89 0.2
12 제트유및등유 100 - 분석시험기 85 1
13 기타플라스틱제품 87 -2.1 밸브 77 3.8
14 석유화학합성원료 63 -1.8 합성수지 69 -0.7
15 화장품 63 1 화장품 67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