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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 UK 
재영한국경제인협회 뉴스레터 25 November 2021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영국 물가 10년래 최대폭 상승

 英, '환경상품 관세폐지 및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거부해

 G7 외교수장 내달 영국서 '대중 압박' 강화…한·아세안 초청(종합)

시장정보

 회계 : [PwC] The Chancellor’s Budget 2021

 회계 : [KPMG] UK Customer Experience Excellence report 2021

 법률 : [3CS Corporate Solicitors] Sexual Harassment 

 법률 : [Lewis Silkin LLP] 해외에서의 원격근무 FA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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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인재채용 지원서비스 안내

 [코참]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안내

내용더보기�

내용더보기�

내용더보기�

내용더보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91750
http://www.koweekly.co.uk/news.php?code=&mode=view&num=10431&page=1&wr=
http://eknews.net/xe/UK/574718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2018751085?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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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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인사 동정

11월 코참 회원사 내 영국에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시고 한국으로 귀임하신 인사와 새롭게 부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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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해상보험㈜ 유럽법인 정지원 법인장(코참 부회장) 귀임 / 나종원 법인장 부임

• 현대건설 런던지사 정준호 지사장(코참 이사) 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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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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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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PwC]

The Chancellor’s Budget 2021
Business Tax 주요사항

Corporation tax : 2023년 4월부터 £ 250,000 을 넘는 이익에 대해서 25%로 인상. £ 50,000 미만의
소액 이익에 대한 세율은 19%로 유지되고 £ 50,000 ¬ £ 250,000 이익에 대해서는 main rate보다는
낮을 예정. 또한 main rate 인상에 따라 Diverted Profits Tax rate는 2023년 4월부터 31%로 인상.

Business rate :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제안 및 변경

-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business rates multiplier 동결
- 2022-23에 적격 retail, hospitality 및 leisure 시설에 대한 temporary business rate relief
도입되며, 적격 부동산은 business cap당 최대 £ 110,000 까지 50% 감면
- 2023년 4월 1일부터 2035년 3월 31일까지 onsite renewable energy 생성 및 저장에
사용되는 적격 설비 및 기계에 대한 targeted business rate 면제 및 비가정 건물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격 heat networks에 대한 100% relief 도입
- 2023년부터 Business rate 재평가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중소기업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에 대한 transitional relief 및 the
supporting small business scheme 1년 연장

R&D tax relief schemes : 최근 협의에 따라 적격지출 대상에 Data 및 Cloud 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R&D 체제가 영국 기반 R&D 투자 장려 및 규정 준수 등 R&D tax reliefs 일부 수정.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2-23에 입법화되어 2023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

AIA (Capital Allowances Annual Investment Allowances) : £ 1 M의 AIA가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

Corporate Re-domiciliation : 기업의 영국이전 및 법인설립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High-Skilled Migration : 고급기술인력을 위한 이민 시스템의 변경되며, 2022년 봄에 시작하는
Scale-up VISA가 이에 포함.

CBGR (Cross-border Group Relief) 폐지 : Finance Bill 2021-22의 입법으로 2021년 10월
27일부터 CBGR 및 기타 관련 loss relief 폐지

The Health and Social Care Levy : 1.25%의 Health and Social Care Levy 법안이 도입. 이는 영국
전역에서 Class 1 (직원 및 고용주) 및 Class 4 (자영업)의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s)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추가 부담금은 2022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Online Sales Tax (OST) : 정부는 OST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 중

Living wage : 23세 이상에 대한 NLW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간당 £ 9.5로 6.6% 인상되며, 다른
연령대 역시 동일자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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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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Customer Experience Excellence report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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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에 따른 봉쇄조치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4년 동안 영국의 소비자 경험(customer 
experience)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는 KPMG의 조사 및
연구에 따르면 2021년의 영국 소비자 경험 지수(Customer Experience Excellence (CEE) score*)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여 7.36점(2020년 7.45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10,000명에 가까운 영국 소비자들은 2021년 최고의 소비자 경험을 제공한 브랜드를
다음과 같이 꼽았습니다. (괄호 안은 2020년 조사 대비 순위 변동)

KPMG UK의 이번 보고서는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술(technology)의 중요성을 특
히 강조하였습니다.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2021년에
는 여러 제한 조치들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디지털 채널을 통해 주로 상호
작용을 한다(56%)고 답해, 2020년 락다운 기간 동안의 55% 그리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50%와
비교하여 디지털 방식의 소통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이번 조사에서
top 100 순위에 신규 진입한 10개의 브랜드 모두 “digital-first”를 강조하는 비즈니스인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올해 새롭게 1위를 차지한 Starling Bank 역시 pure-digital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입
니다. 이들 브랜드는 최신 기술의 효율성, 통합성, 연결성을 활용하여 보다 인간적(more human)이
고 감정적으로 소통이 가능한(emotionally connective) 디지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는데 강점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경쟁자와 비교하여, 때로는 더 적은 비용으로도, 
시장 선도적인 소비자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에 얼마나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세 미만 소비자의 68%는 명확한 환경 및 지속가능성
원칙을 제시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해, 같은 답의
비중이 37%에 불과한 55세 이상 소비자와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Lush가 이번 조사에서 2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로, 해당 브랜드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1. Starling Bank (▲2) 6. Pharmacy2U (신규 진입)
2. Lush (▲3) 7. Joules (▲5)
3. John Lewis & Partners (▲1) 8. M&S Food (▲3)
4. QVC UK (▽2) 9. M&S (-)
5. American Express (▲5) 10. Samsung Store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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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Customer Experience Excellence report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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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로는 식품 유통 및 외식 분야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소비자 경험을 제공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히 식품 유통 업체들이 팬데믹 동안 소비자들의 생명줄 역할을 해냄과
동시에 소비자 니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기대에 부응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속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반영되어 운송 산업의 소비자 경험 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하였습
니다.

2021 UK Customer Experience Excellence (CEE) 조사는 2021년 5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영국의
소비자 9,995명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282개 브랜드가 최종 순위에 포함
되었습니다.

* Customer Experience Excellence (CEE) score는 조사 대상이 되는 각 브랜드의 점수를 가중평균한
것으로, 점수는 브랜드 지지도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Six Pillars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The 
Six Pillars of Customer Experience는 다음과 같습니다.

• Personalisation – Brands using individualised attention to drive an emotional connection
• Integrity – Brands being trustworthy and engendering trust
• Expectations – Managing, meeting and exceeding customer expectations
• Resolution – Turning a poor experience into a great one
• Time & Effort – Minimising customer effort and creating frictionless processes
• Empathy – Achieving an understanding of the customer’s circumstances to drive a deep 

rapport

보고서 전문은 KPMG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ome.kpmg/lu/en/home/insights/2021/10/customer-experience-excellence-report-20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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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3CS Corporate Solicitors]

Sexual Harassment 

날이 추워지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겠
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정부가 근무지로의 복귀를 장려한지도 몇 달이 지나고, 연
말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등 여러 모임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고
용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긴장이 풀리고 비교적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회식자리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문제에 신경을 쓸 시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희롱 (sexual
harassmen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은 영국의 차별금지법 (Equality Act 2010)로 금지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피해자
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성격을 띤 행위를 뜻합니다. 그 예로는 잘 알려져 있듯 성적인 농담
이나 코멘트,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성적인 제안, 노골적인 시선 등이 있겠습니
다. 성희롱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가해질 수 있으며,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정 행위가 원하지 않는 행위인지 결정하는 당사자는 피해자로서 가해자
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피해자에게 직접 가해진 행위가 아니라도 성희롱이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들이 문제 없이 받아들이거나 평소에 흔히 행해지는 행위라고 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므로 일터에서의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성희롱은 반드시 사
무실 뿐만이 아닌 회식이나 교육, 업무로 인한 외부 컨퍼런스 등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파견 직원이나 고객으로부터도 가해질 수 있다는 점 역
시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법적 표준 절차는 존재하지 않지
만,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성희롱 방지 내규를 갖춘후 내규에 따라 직원을 교육하고 지속
적인 시행 및 리뷰를 해야 합니다. 내규는 성희롱의 정의와 예를 제시하고 비공식적인 해결
방법과 공식적인 처벌 방법등을 포함한 해결 방안등을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희
롱이 일어날 경우 이를 어떻게 보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의 절
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성희롱의 보고는 기존 고충 처리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성희롱 보고 절차로
별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 불만 사항은 다른 고충보다 더 민감하고 복잡
한 사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불만 사항을 다루는 직원은 사전 교육을 통해
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예방이 최선이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를 통해서 고용주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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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위드 코로나가 생활화 된 이후 수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전의 근무형태로 복귀하기 보다
는 다양한 분야에서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업무 형태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직계가족 방문시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등 국가간 이동도 많이 수월해 지고 있는데요.  
12월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에서 또는 가족이 체류하는 국가에서 장기 체류하며 원격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다수의 고용주 역시 인재 보유, 동기 부여, 직원의 정신 건강을 위해 직
원의 장기간 원격 근무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업무 환경에도 불구하
고, 관련 법률은 코로나 19이후 상황을 유연히 대처하기에 상당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현 법률
에 기반하여소득세, 사회보장세, 비자나 기타 고용상의 주의점 등 다각적인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
니다.  

Q. 소득세 납부의무는 어느 국가에서 발생하나요?  
A. 기본적으로 소득세 납부의무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근무하는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영국과
체류국가간 이중과세협약 (double tax treaty (DTT)) 이 체결되어 있다면 특정조건 충족시 체류국에 소득
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주요 조건중 하나로 해당 체류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12개
월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국은 EU 27개국은 물론 한국 포함 대부분의 주요 국가와
DTT 를 체결하고 있기에 단기간의 해외 체류는 소득세 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최장 183일 거주제한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12개월 기간중 친지 방문 등을 위해 이미 일정기간 체류했다면 해당 기간이 183일에 포함될 수 있으
며, 각 DTT 상세규정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산정방식에 따라 영국 고용주와 해당 직
원에게 체류국 관련기관에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납부의무는 어느 국가에서 발생하나요? 

EEA/Switzerland 
A.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사회 보장세 납부의무 역시 기본적으로 직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에
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EU 의 경우 2012년 1월 31일 이후 “detached workers (영국 회사에 고용된 피고
용인이 EU 국가에 임시 파견된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국 고용주의 직원이 해당 국가에서 1) 
최장 2년 미만 근무시; 2) 파견 목적이 다른 임시 파견 직원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닌경우 지속적으로 영
국에 사회 보장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EU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Outside the EEA/Switzerland 
A. 영국과 상호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미국, 한국, 일본 등) 에서 체류시, 유효한 증명서 보유를 조
건으로 최장 5년까지 영국 시스템에 등록을 유지할 수 있고 체류국에 사회보장세 납무 의무가 면제됩니
다.  영국과 상호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 (중국, 인도, 호주 등) 의 경우 영국 고용주는 해당국가
체류 첫 52주간 기존대로 employee UK NICs 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employer NICs 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체류국가에서도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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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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해외 체류/근무시 비자관련 주의할 사항은?   
A.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영국 국적자는 EEA 국가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었으나, 이제 (EEA 또는 스
위스 국적자가 아닐 경우) 사전에 해당 국가에서 근무가 가능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쉥겐 비자는
일부 제한된 비지니스 활동만 허용하므로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Non-EEA 국가
에서 체류/근무시 물론 각 국가의 비자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콩 영주권이 없는 경우 단
기 체류일지라도 업무수행을 허용하는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로 인해 많은 국가가 특별 비
자 규정을 도입했으므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A. 해외 체류후 영국 복귀시 영국체류 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killed 
Worker비자 소지자의 경우 신청시점 기준 지난 5년간 매년 총 180일 이하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만 영
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체류국가의 노동법 적용 가능성, 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 체류국의 Health & Safety 관련 규정
준수 의무 등 기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Q.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사항들을 점검해야 하나요? 
A. 해외에서의 재택근무 요청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수의 영국 기업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 적용을 위해 관련 내부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요 항목들을 고려하시기 바랍
니다: 

– 직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해외 재택근무 요청 수락
– 해외 체류기간과 법적 리스크는 비례하므로 한정적/구체적인 기간에 한해 요청 수락
– 소득세/사회 보장세/비자/기타 고용 관련 항목들에 대한 검점
– 해외 재택근무시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고용 계약 서면 체결

영문 버젼은 루이스 실킨 홈페이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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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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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home-and-away-when-working-from--home-means-working-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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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영국 주요 경제 지표

 최근 영국 5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8 2019 2020 2021(3분기)

수 출 661,601 689,274 577,988 151,250

수 입 687,088 716,744 585,545 158,018

수 지 -25,487 -27,470 -7,557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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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대영 수출
금액 8,122 6,359 5,515 4,467 4,926

증가율 29.2 -21.7 -13.3 -19.0 33.1

대영 수입
금액 6,318 6,809 4,168 4,370 4,785

증가율 21.2 7.8 -38.8 4.8 38.0

무역수지 1,803 -451 1,346 97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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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4.3%

물가상승률(CPIH) (2021년 10월) 3.8%

환율 (2021년 11월 24일) £ 1= ₩1,586.29£ 1= $1.34

자료원: World Bank, 영국 통계청 ONS, Google 환율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10월)

실질 GDP 성장률(%) 1.7 1.3 1.4 -9.8 -

소비자물가상승률(CPI)
(%)

2.7 2.5 1.8 0.9 4.2

정부부채(£10억)* 1,785.6 1,837.1 1,891.1 22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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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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대영 수입 (2021년 10월)

품목명 금 액 증감률 품목명 금 액 증감률

총계 4,926 538.1 총계 4,785 544.3

1 전기자동차 820 0.4 원유 1,041 -2.3

2 승용차 742 -5.2 백금 468 15.2

3 무선전화기 423 26.9 승용차 323 2.1

4 백금 417 -10.4 의약품 307 -4.2

5 건설중장비 198 -0.5 주류 124 6.6

6 자동차부품 177 -3.9 계측기 118 6.2

7 항공기부품 162 -6.0 원동기 103 9.6

8 합성수지 141 5.9 항공기부품 101 8.5

9 아연도강판 117 14.1 농약 82 -1.2
10 축전지 114 -1.8 분석시험기 69 3.0
11 타이어 87 0.6 기타정밀화학제품 66 5.9

12 기타플라스틱제품 77 0.9 기타화학공업제품 62 8.0

13 열연강판 62 8.2 밸브 55 5.5

14 집적회로반도체 57 -9.0 가방 53 -1.1

15 화장품 55 2.6 우라늄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