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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 UK 
재영한국경제인협회 뉴스레터 24 JUN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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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에듀테크 산업
 영국 산업 개관
 영국, CPTPP 가입 협상 시작…브렉시트 이후 아시아로 방향 전환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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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ba-europe.com/xe/board_LXQd40/7714?ckattemp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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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G7정상회의 관련 코참 회원사 활동내역

G7 정상회의에 한국의 초청과 환영의 의미로 LG전자 영국법인에서 피카딜리서커스에 있

는 대형 전광판에 행사소개 영상으로 참가국의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띄웠습니다.(사진

좌. LG전자 영국법인 제공)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국을 홍보하는 문구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로 런던 2층 버스 광고를 하였습니다.(사진 우.

코참 사무국 제공) 관련 기사는 이곳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최윤정  특파원=연합

뉴스)

[코참] 신임 회장 / 부회장 선출 결과 안내

2021년 6월 14일(월) KOCHAM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되신 박명은 회장님과 김경섭 부회

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ㅇ 신임 KOCHAM 회장 : 박명은 SK 에코플랜트(주)(전 SK 건설) 소장

ㅇ 신임 KOCHAM 부회장 : 김경섭 HMM(주) 구주본부장

앞으로 저희 코참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주실 신임 회장님과 부회장님께 많은 축하와 성원,

격려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0007251085?section=searc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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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연 대리 jobfair@kotra.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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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연 대리 jobfair@kotra.co.uk)

[기업스폰서모집] 한국계최초F1 드라이버스폰서쉽을활용한기업홍보마케팅안내

최근 주목 받는 한국계 최초 Formula 1 드라이버인 한국계 영국인 Jack Aitken(한국명 한

세용)의 후원 기업을 모집 합니다. 2020년 전 세계 15억명의 텔레비전 시청을 기록한

Formula 1을 통해 기업의 시각적 홍보와 함께 다양한 파트너쉽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For the Player Sports Management 

Nick Kang (nick@fortheplayer.com, Tel: +44 (0)7736 464 420

https://www.kocham.org.uk/%ea%b8%b0%ec%97%85%ec%8a%a4%ed%8f%b0%ec%84%9c%eb%aa%a8%ec%a7%91-%ed%95%9c%ea%b5%ad%ea%b3%84-%ec%b5%9c%ec%b4%88-f1-%eb%93%9c%eb%9d%bc%ec%9d%b4%eb%b2%84-%ec%8a%a4%ed%8f%b0%ec%84%9c%ec%89%bd%ec%9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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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PwC]

Greenhouse gas (GHG) Market  Sentiment Survey

2021 년은 COP26(*1)이 Glasgow에서 열릴 예정으로 기후 협상의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Paris
Rulebook(*2)이 최종 합의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PwC UK의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team은 150 명 이상의 IETA 회원을 대상으로 “Greenhouse gas (GHG) Market Sentiment
Survey”를 실시하였습니다.

(*1) COP26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 제26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

(*2) Paris Rulebook :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이행지침

(*3)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시장 참여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가격이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상승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에 Pandemic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응답자들의 다수는 경제 회복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시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EU ETS에 대한 평균 탄소 가격 기대치 (출처 : PwC UK)
매년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른 기대치 변화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거의 절반(49 %)은 자발적인 탄소시장(*)이 기업의 수요 증가에 맞춰 충분한 탄소 배출권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28 %는 동의하지 않고 23 %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1/3은 “net zero” 및 시장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NCS (Natural Climate Solutions)와 신규조림/재조림
계획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 탄소시장에는 자발적 탄소시장과 강제적 탄소시장이 있으며, 201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는 대표적인 강제적 탄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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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house gas (GHG) Market  Sentiment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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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 야망(Climate ambitions)이 증가함에 따라 탄소 가격 기대치에 대한 낙관론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20 년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약세론을 뒤집고 2025년과 2030년 모든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예상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2. 탄소 시장은 COVID-19에도 회복력이 있으며 Pandemic 상황의 개선은 탄소시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자의 75 %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시장이 COVID-19의 영향에 대해
회복력이 있다고 답변 했으며, 74 %는 Pandemic 상황의 개선이 이전에 비해 전 세계 탄소 시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시장이 2 년 내에 회복 될 것이라는 작년의 설문결과와
동일하였습니다.

3. 제6조(국제탄소시장)은 파리 협정 달성의 핵심으로 보이지만 참여자들은 당사국들이 COP26에서
합의에 도달 할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한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 (89 %)는 제
6 조가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당사국이 COP26에서 제6조(국제탄소시장)이 실제로 합의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으며 거의 3 분의 2가 동의하지 않거나 (37 %) 확실하지 않다 (24 %)고
답변했습니다.

4. Border Carbon Adjustment (BCA, 국경탄소조정(*)) 메커니즘은 미국과 유럽에서 점점 더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의 71 %는 탄소 누출 위험이 있는 부문에 대한 무료 할당의
대안으로 EU에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탄소국경세)을 도입하겠다는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하였습니다. 응답자의 67 %는 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BCA 세금을 시행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선진국이 탄소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조치

5. 응답자들은 2030 년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EU의 최우선 과제는 배출권 거래를 추가 부문으로
확대하고 연간 상한선 감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응답자의 80 %는 배출량을 최소 55 %
감축하려는 협회의 2030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 범위를 해양, 도로 운송 및 항공 (EU
외부) 부문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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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3CS Corporate Solicitors]

스폰서 라이센스 소지 기업의 의무사항

영국에서 외국인 직원을 스폰서하기 위해서 스폰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점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국가나 그렇듯 영국 역시 이민자에 대한 규율이 엄격하고 이민국의 재량
범위와 권한이 큰 편이기 때문에, 스폰서 라이센스를 소지한 기업은 이민국이 부여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이해하고 바르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를 신청할때 기업은 전체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Authorising officer, 이민국에서 필요시 연락을 취하게 되는 Key contact, 그리고
Sponsorship Management System 의 관리를 맡게 되는 Level 1 user 등의 주요 인물을 지정하게
됩니다.

Sponsorship Management System (SMS)

스폰서 라이센스를 소지한 기업은 온라인 SMS를 통해 일상적인 스폰서십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Level 1 user 가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SMS 를 이용하여 스폰서하는 직원의 필요 정보를
기록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민국에 이를 보고하게 됩니다. 새로운 직원을 스폰서할 때 필요
한 Certificate of sponsorship (CoS) 할당 신청 및 발급 역시 SMS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며, 스폰서
라이센스 갱신 또한 이 SMS를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민국에서 스폰서 라이센스를 소지한 기업에 기대하는 의무사항 준수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여러가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스폰서
등급을 다운그레이드 한다거나 시정 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을 라이센스 소지 기업에게 부담하게
하고, 스폰서를 받고 있는 직원의 비자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 라이센스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의 결과로 사업이 겪을 지장을 고려해본다면, 라이센스와 관련된 실질
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level 1 user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Level 1 user 는 두 명 이상 지정할 수 있으며, 조직 내에 한 명을 유지하는 한 조직 외부로
아웃소싱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지정된 level 1 user 디테일을 이용하여 SMS 에 로그인
을 해야 하는 이민국의 규정에 따라 level 1 user 를 두 명 이상 지정하여 필요한 변경 사항등을 지체
없이 이민국에 보고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관리는 조직 내 본업에 추가로 덧붙여 수행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비해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비지니스에 큰 영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폰서 라이센스 관련 준수 상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level 1
user업무를 대행하는 외부 업체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단 문제
가 생길 경우 책임은 언제나 라이센스 소지 기업이 지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최신 영국 주요 경제 지표

 최근 영국 5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8 2019 2020 2021(1분기)

수 출 661,601 689,274 577,988 137,215

수 입 687,088 716,744 585,545 139,919

수 지 -25,487 -27,470 -7,557 -2,704

 영국의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한국의 연도별 대영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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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월)

대영 수출
금액 8,122 6,359 5,515 4,467 2,376

증가율 29.2 -21.7 -13.3 -19.0 26.4

대영 수입
금액 6,318 6,809 4,168 4,370 2,527

증가율 21.2 7.8 -38.8 4.8 53.2

무역수지 1,803 -451 1,346 97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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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4 달러

실질 GDP 성장률 (2020년 4분기) -7.3%

실업률 (2021년 1분기) 4.8%

물가상승률(CPIH) (2021년 5월) 2.1%

환율 (2021년 6월 23일) £ 1= ₩1,587.28 £ 1= $1.40

자료원: World Bank, 영국 통계청 ONS, Google 환율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5월)

실질 GDP 성장률(%) 1.7 1.3 1.4 -9.8 -

소비자물가상승률(CPI)
(%)

2.7 2.5 1.8 0.9 2.1

정부부채(£10억)* 1,785.6 1,837.1 1,891.1 2206.5 -



 한국의 주요 품목별 대영국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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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MTI 4단위 기준)

◈ 문의 및 연락처

▷ 코참 사무국 김민정(mjkim@kotra.co.uk) / 김소라(kocham@kotra.co.uk, 020-752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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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누계) 대영 수입 (2021년 5월 누계)

품목명 금 액 증감률 품목명 금 액 증감률

총계 2,376 6,569.1 총계 2,527 6,314.5

1 전기자동차 371 4.1 원유 741 -8.0

2 승용차 365 -8.6 백금 243 25.2

3 무선전화기 220 41.1 승용차 156 19.5

4 백금 187 8.8 의약품 140 -4.3

5 건설중장비 98 2.2 주류 57 8.6

6 자동차부품 95 -1.7 계측기 53 13.2

7 항공기부품 74 -16.6 항공기부품 53 35.2

8 축전지 69 7.3 원동기 52 21.8

9 합성수지 58 8.1 농약 46 -11.8
10 열연강판 45 458.5 기타정밀화학제품 35 39.5
11 타이어 43 -3.1 분석시험기 32 -0.8

12 아연도강판 41 -4.0 가방 29 3.7

13 제트유및등유 39 - 기타화학공업제품 28 16.6

14 집적회로반도체 37 11.4 밸브 28 10.1

15 기타플라스틱제품 36 5.0 합성수지 25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