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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유통 강자의 팬데믹 이후 성적은?

 영국 의료/바이오 산업

 영국서 한국 대중문화 첫 조망…V&A 박물관, 내년 '한류'  전시회

 영국  철강업계,  TRA의  일부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결정  제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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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3CS Corporate Solicitors] 코로나바이러스와근무지복귀

 법률 : [Lewis Silkin LLP] 코로나 19 고객사 벤치마킹 서베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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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참]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김건 신임 대사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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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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fair@kotra.co.uk)

[코참]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김건 신임 대사 부임

2021년 7월 새롭게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에 김건 대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코참 회원사 분들의 따뜻한 환영 인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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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PwC]

소비자 심리조사 – Summer 2021

소비자 신뢰지수는 2008년 PwC UK의 소비자 심리 조사 시작한 이래로 최고 수준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6월에 실시한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모든 제재조치 완화를 강제로
연기하기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3월에 보여준 기록적인 상승세에 이어 또 한번의 상승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백신의 확산으로 인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높은 수준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올 3월
설문조사에서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1차 백신접종이 소비자 신뢰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35~64세 연령대(3~6월 사이에 백신접종을 받은 연령대)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35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백신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ondon의 경우 거의 3분의 1(29%)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결과로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Midlands와 Scotland는
각각 14%와 13%가 향후 12개월 동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사 회 경 제 적 기 준 으 로 분 석 한 결 과 에 서 실 업 자 및 benefit-dependent group 의 경 우
유일하게 부정적인 심리를 보여주고 있어 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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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심리지수가 강해졌을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Pandemic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년 12월
조사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 보다 더 현실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전 조사에서는 대부분 2021년
가을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63%의
사람들은 적어도 2022년까지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12월 조사의
경 우 27%). 또 한 많 은 사 람 들 이 이 번 크 리 스 마 스 에 도 Pandemic 과 관 련 된 혼 란 을
예 상 하 며 3 분 의 1 은 이 번 에 도 가 족 들 과 집 에 서 크 리 스 마 스 를 보 낼 것 으 로
응답했습니다(일반적으로는 24% 수준, 작년 크리스마스의 경우 50% 이상).

카테고리별 지출 우선 순위는 Pandemic 이전 패턴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월
설문조사를 제외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소비자는 식료품에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으로
예 상 했 으 며 , 외 식 (eating out) 과 외 부 활 동 (going out) 등 에 대 한 지 출 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3월 외부 활동이 재개된 직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달리 보다
더 균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Improving home에서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요인(집에 머무르는 시간 증가 / 휴가 지출 재조정 / 현재 부동산
시 장 의 호 황 ) 에 기 인 한 것 으 로 보 입 니 다 . 설 문 결 과 중 덜 긍 정 적 인 소 식 이
있다면 holiday와 fashion에 대한 예상 지출이 정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최근 긍정적인 결과는 앞으로 사람들이 Pandemic 이전의 정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에 점점
더 편안암을 느낌에 따라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ospitality 및 leisure의
경우 3월만큼의 예상지출 수치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전년도보다 훨씬 더
낙관적이며 여전히 개방된 장소에서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 리 는 이 러 한 결 과 에 대 해 서 신 중 할 필 요 는 있 습 니 다 . 소 비 자 낙 관 론 은 아 직
남아있는 제한(restriction)의 영향과 정부 재정 지원 축소(tapering)의 영향 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향 후 지원정책의 종료와 Pandemic 이후 고용 불안정 증가가 젊고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빈부격차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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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PwC]

소비자 심리조사 – Summ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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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3CS Corporate Solicitors]

코로나바이러스와 근무지 복귀

7월 19일을 기점으로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무지에 복귀하도록 요청받은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바
이러스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긴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고객사로부터 여러 문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가장 자주 받는 문의 사항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근무 환경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직원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최근 고용 법원 사례인 Rodgers v Leeds Laser Cutting Limited 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불안
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근무지에 심각하거나 당장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험이 존재할 경우, 그리고 직원이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은 근무
지 출근 거부와 같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
를 당할 경우 이는 근속 기간 2년 이상의 여부와 상관없이 불공정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은 직원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근무지 복귀를 허용하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영국 내 백신 접종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로 위한 위험을 이유로 들어 근무지 복귀를
거절하는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적용될 가능성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근무지
내 보건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심각하고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령의 부재로 안타깝게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설득하는
방법 외에 백신 접종이나 백신 접종 후 흔히 겪는 부작용으로 인해 결근할 경우 특별 휴가를 제공하
여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원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이와 같은 직원과 같이
근무하는 직원 중 특별히 취약한 직원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한 후, 어떤 방식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제공은 고용주의 의무
사항이라는 점은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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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고객사 벤치마킹 서베이 결과

저희 루이스 실킨은 코로나 19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저희 고객사 HR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서베이를 진행해 왔습니다. 7월 19일부로 정부의 “work from home if you can” 가이드 적용이 중단되
었고, 이와 관련하여 7월 19-21일 진행한 서베이에는 59개 글로벌 기업 (참여 기업 총 직원수 400,000
명 이상) HR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 90% 의 기업은 현재 전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56% 의 기업은 사무실 근무
를 원하는 직원들을 위해 사무실을 개방하고 있음.  

• 약 70% 의 기업은 9월까지 전체 또는 일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요청을 고려하고 있음
• 약 60% 의 기업은 현재 사무실내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임
• 법적 인원제한이 폐지되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사무실 점유율을 약 40-60%로 제한할 계획임
• 약 40%의 기업은 직원의 사무실 복귀 이전에 코로나 19 테스트를 요구하거나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

를 묻지 않을 계획임
• 응답자 10인중 1인만 NHS Covid pass 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변. 

응답자 대부분이 현 시점에서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무실 근무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출퇴근을 강요
하지 않고 있으나, 응답자 중 약 70%의 기업은 9월까지 전체 또는 일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7월 19일부터 마스크 착용관련 법적 규정또한 폐지되었고 현재 정부는
혼잡한 실내 공간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베이 참여기업 과반수 이상은
사무실 내 특정 공간 (리프트 등) 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강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법적 제한 역시 모두 폐지되었으나, 응답자의 약 60%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무실 복귀 이전에 코로나 19테스트 결과/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응답
자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는데요. 약 40%의 응답자가 테스트를 요청하거나 또는 백신 접종
여부를 묻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고, 응답자 중 1인은 NHS Covid pass 를 도입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
다. 7월 19일부로 NHS Covid pass 를 이용해 백신 접종 여부/음성 테스트 결과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
다. 향후 보다 많은 기업이 NHS Covid pass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 내용은 루이스 실
킨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택 근무/사무실 근무 복귀/사회적 거리두기
등 관련하여 기업들은 정부의 Freedom day 선포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직원이 감염 우려로 인해 판데믹 이전 상황으로의 완전한 복귀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고용주의 Health & Safety 의무를 인지하고 직원의 우려에 적절히 반응하고 있습
니다.

영문 기고문은 루이스 실킨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베이 리포트는 서베이에 참여하신 고
객사에만 공유드립니다).

• 법률 : [Lewis Silkin LLP]

◈ 정보제공: Lewis Silkin LLP I Ius Laboris I Global HR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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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44 20 7074 8446 I M +44 7827 853250

James Da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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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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088 716,744 585,545 139,217

수 지 -25,487 -27,470 -7,55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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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대영 수출
금액 8,122 6,359 5,515 4,467 2,941

증가율 29.2 -21.7 -13.3 -19.0 27.6

대영 수입
금액 6,318 6,809 4,168 4,370 3,032

증가율 21.2 7.8 -38.8 4.8 56.5

무역수지 1,803 -451 1,346 97 -91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자료원: 영국 통계청 ONS

*Calender Years
자료원: 영국 통계청 ONS

(단위: £10억 증감률 %)

명목 GDP (2020년) 2조 7077억 달러

1인당 GDP (2019년) 4만 8438 달러

실질 GDP 성장률 (2021년 1분기) -6.1%

실업률 (2021년 1분기) 4.8%

물가상승률(CPIH) (2021년 6월) 2.4%

환율 (2021년 7월 26일) £ 1= ₩1,594.09 £ 1= $1.38

자료원: World Bank, 영국 통계청 ONS, Google 환율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6월)

실질 GDP 성장률(%) 1.7 1.3 1.4 -9.8 -

소비자물가상승률(CPI)
(%)

2.7 2.5 1.8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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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대영 수입 (2021년 6월)

품목명 금 액 증감률 품목명 금 액 증감률

총계 2,941 2,791.3 총계 3,032 2,156.2

1 전기자동차 472 3.7 원유 812 -24.3

2 승용차 444 -1.6 백금 287 37.3

3 무선전화기 268 40.4 승용차 210 22.7

4 백금 245 14.7 의약품 179 6.6

5 건설중장비 125 8.3 항공기부품 71 44.2

6 자동차부품 112 -2.2 주류 71 10.2

7 항공기부품 89 -9.9 계측기 71 22.3

8 축전지 80 1.1 원동기 67 21.4

9 합성수지 77 15.7 농약 53 -7.8
10 아연도강판 56 13.8 기타정밀화학제품 42 14.8
11 타이어 52 1.4 분석시험기 39 -0.9

12 열연강판 49 126.3 밸브 36 11.2

13 기타플라스틱제품 45 5.0 가방 34 -0.8

14 집적회로반도체 44 9.9 기타화학공업제품 32 1.7

15 제트유및등유 39 - 합성수지 28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