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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신규 회원사 소개

신규회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코참 회원사분들의 따뜻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 기업: F&M LONDON

• 업종: Concierge Service

• 대표자: 신혜경 대표

• 홈페이지: https://fnmlondon.com

• 문의처: fnm@fnmlond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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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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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안내

주영대한민국대사관에서 2022년 3월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내에 빠짐없
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 신고기간 : 2021년 10월 10일 ～ 2022년 1월 8일

□ 대 상 자 :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

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한 : 2022년 1월 8일까지

□ 대 상 자
○ 등록신청
-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없고(주민등록번호 말소자 포함)
- 직전 선거(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

경이 있는 사람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안내 상세보기|공지사항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
관 겸 주 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mofa.go.kr)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8383/view.do?seq=1346396&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현지 경영 정보

• 회계 : [PwC]

Net Zero Economy Index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최근
보고서에서 탄소 배출량이 현재 속도로 계속된다면 향후 20년 이내에 기온이 1.5℃ 상승할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code red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공약을 강화했지만 1.5℃는 고사하고 2 ℃를 유지하기에도 쉽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의 Net Zero Economy Index는 2050년까지 1.5℃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탈탄소화
비율을 조사하고 G20회원국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현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2.9%의 탈탄소화가 필요합니다.

2020년 글로벌 탈탄소화 비율은 2.5%였습니다. 이 비율은 작년의 2.4%에서 약간 개선되었지만
1.5℃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2021년 배출량 증가는 발전용 석탄 수요의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각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2021년에 4.6%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wC Net Zero Economy Index는 에너지 관련 CO2 배출 전반에 걸쳐 G20의 탈탄소화 속도를
추적했습니다. G20내에서 멕시코와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에 비해 가장 높은 배출량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에너지 관련 배출량은 2019년 수준에서 각각 12.4%와 10.6%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COVID-19에 따른 경제적 제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2021년도에는 화석
연료 생산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G20 회원국 중 어느 국가도
1.5℃ 목표를 위해 필요한 12.9%의 탈탄소화율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업이 약속하고, 계획하고 행동할 시간입니다. 보다 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세상으로의 전환은 이제 시급한 business 과제 입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늦어도 2050년까지 Net Zero emission에 도달하기 위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민간 부문에서 전례 없는 수의 Net Zero commitments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3,000개 이상의 기업이 733개 도시, 31개 지역, 173개 최대투자자 및 622개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함께 Race To Zero Campaign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20개국에 걸쳐 전 세계
CO2 배출량의 25% 와 50%이상의 GDP를 차지하고 있으며 늦어도 2050년까지 Net Zero emission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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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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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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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PwC]

Net Zero Econom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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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Net Zero Economy Index 2021

출처 : bp, World Bank, OECD, UNFCC, P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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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Packaging Tax

2022년 4월 1일부터 Plastic Packaging Tax (“PPT”) 에 관한 법이 영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법안은 사업자들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시 재활용 플라스틱의 활용을 늘리도록 장려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률과 친환경 포장재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영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변화되는 내용을
숙지하고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Overview

30% recycled material – 영국에서 제조되거나 영국으로 수입되는 플라스틱 포장재가 재활용 플라스틱

을 30% 이상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법에 의한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 per tonne –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 1톤 당 £20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10 tonnes de minimis – 12개월 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총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HMRC에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Carve-outs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PPT 과세가 면제됩니다.

- 의약품을 직접 포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 영국으로 수입하는 제품의 운송 목적(팔레트, 컨테이너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 항공기, 선박, 철도 등에서 연료 등의 보관 목적으로 사용되어 영국 내로 반출되지 않는 경

우

2. Compliance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및 수입업자는 HMRC에 notification 및 registration 의무가 있습니다.

HMRC online portal을 통해 분기별로 전자(electronically)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VAT와 유사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Group registration)이 가능합니다.

PPT 납부 정보를 인보이스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 시 벌금 등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계 : [KPMG]

(뒷장에 계속)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LLP, a UK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

◈ 정보제공: KPMG

이민건 매니저 T: +44 (0)20 7311 2979 M: +44 (0)7920 466 169 Mingun.Lee@kpmg.co.uk
Senior Manager International Corridors | Korea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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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Packaging Tax

3. Other Issues

직접적으로 PPT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제조 및 수입업자이나, 결과적으로는 과세 부담이 공급망을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공급망 연대채무(Joint and several supply chain liability)로 인해 직접 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포장재를 단순 매입하는 사업자에게도 PPT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제품 거래 시에는 계약서상 원가에 PPT 포함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가 실제로 30%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 또는 수입업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을 보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으로 수입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제조 국가, 내용물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에 담겨 수입되는 음료 제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Key issues for businesses

과세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무엇이며, 예상되는 PPT 납부액은 얼마인가?

납부의무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 제조/수입업자 또는 그들의 거래처 및 소비자?

PPT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PPT 납부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어떻게 기록 및 증빙할 것인가?

새로운 PPT 법안과 관련하여 회사 내 책임자 지정, 관련 인원 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5. What can KPMG do for you?

Bespoke readiness workshops

Global plastic tax scan – to consider the impact of similar taxes around the world on client supply

chains.

• 회계 : [KPMG]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LLP, a UK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

◈ 정보제공: KPMG

이민건 매니저 T: +44 (0)20 7311 2979 M: +44 (0)7920 466 169 Mingun.Lee@kpmg.co.uk
Senior Manager International Corridors | Korea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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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3CS Corporate Solicitors]

정리해고 Part 2

정리해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공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정한 선정 기준으로는 업무 관련 기술, 자격증 및 적성, 업무 성과, 징계 기록,

근태 기록 등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입사한 직원을 먼저 해고하는 Last in, first out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이로 인한 간접 차별이라는 클레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 방식을 정당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화도 할 수 없는 자동적으로 불공정한 선정 기준도 있습니다. 차별 금지법에서 명시하는 아홉 가지
이유 (나이, 장애, 성전환, 결혼,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임신) 뿐 아니라 노조 가입, 내부 고발, 파트
타임 및 기간제 계약 직원 여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정리해고 컨설테이션

컨설테이션을 진행하지 않고 직원을 정리해고 할 경우, 불공정 해고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
다.컨설테이션은 직원에게 상황을 이해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게 됩니다.

• 회사의 정리 해고 계획과 그 이유
• 정리 해고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 정리 해고 선정 기준
• 정리 해고로 영향을 받은 직원을 서포트할 수 있는 방법

특히 90일 안에 20명 이상의 직원을 정리해고하고자 할 경우는 노동조합 대표나 직원 대표를 통한 단체
컨설테이션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설테이션을 통해 반드시 직원과 모든 사항이 합의점에 도달할 필요는 없으나, 직원의 의견을 진지하
게 고려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로 해고를 진행할 경우에도 절차상의 공정성은 중요하지만, 정리해고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
다. 따라서 정리해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클레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최신 영국 주요 경제 지표

 최근 영국 5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8 2019 2020 2021(2분기)

수 출 661,601 689,274 577,988 146,408

수 입 687,088 716,744 585,545 152,919

수 지 -25,487 -27,470 -7,557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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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대영 수출
금액 8,122 6,359 5,515 4,467 4,447

증가율 29.2 -21.7 -13.3 -19.0 34.8

대영 수입
금액 6,318 6,809 4,168 4,370 4,204

증가율 21.2 7.8 -38.8 4.8 38.2

무역수지 1,803 -451 1,346 97 24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자료원: 영국 통계청 ONS

*Calender Years
자료원: 영국 통계청 ONS

(단위: £10억 증감률 %)

명목 GDP (2020년) 2조 7077억 달러

1인당 GDP (2020년) 4만 4916 달러

실질 GDP 성장률 (2021년 2분기) 23.6%

실업률 (2021년 2분기) 4.7%

물가상승률(CPIH) (2021년 9월) 2.9%

환율 (2021년 10월 28일) £ 1= ₩1,609.64 £ 1= $1.38

자료원: World Bank, 영국 통계청 ONS, Google 환율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9월)

실질 GDP 성장률(%) 1.7 1.3 1.4 -9.8 -

소비자물가상승률(CPI)
(%)

2.7 2.5 1.8 0.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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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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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752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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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대영 수입 (2021년 9월)

품목명 금 액 증감률 품목명 금 액 증감률

총계 4,447 698.1 총계 4,204 555.3

1 전기자동차 732 -0.3 원유 812 -

2 승용차 689 -2.4 백금 437 21.2

3 백금 406 3.0 승용차 300 -3.1

4 무선전화기 348 18.9 의약품 287 3.7

5 건설중장비 181 0.1 주류 109 2.2

6 자동차부품 164 -1.9 계측기 107 1.8

7 항공기부품 148 0.9 항공기부품 94 12.1

8 합성수지 126 4.5 원동기 90 2.0

9 축전지 104 -6.6 농약 72 -13.4
10 아연도강판 92 7.2 분석시험기 61 4.1
11 타이어 79 5.1 기타정밀화학제품 61 8.0

12 기타플라스틱제품 69 1.4 기타화학공업제품 55 13.6

13 열연강판 62 6.3 우라늄 50 -

14 집적회로반도체 55 -13.6 가방 48 -3.0

15 화장품 50 1.4 밸브 48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