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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 UK 
재영한국경제인협회 뉴스레터 24 February 2022  

 [코트라] 영국, 코로나19 정부 대응 변화 및 배경

 [코트라] 영국 고용법 2022년도 주요 변경사항

 [코트라] 2022년 영국 경제 및 산업 전망

시장정보

 [3CS Corporate Solicitors] 2022년 주요 고용법 변화

현지 경영 정보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영국 주요 거시경제지표

 영국 대외 교역동향

 한국-영국 연도별 · 품목별 수출입

공지사항 안내

 [코참] 신규회원사: 1. 클라지스 컨설팅, 2. 환화 페이저,  3. 농협은행, 4. 캠블럿천스

 [코참] 신규 코참 사무국장 부임 소식

 [코트라] 한국인 채용 지원 서비스

내용더보기

내용더보기

내용더보기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322,245,484,246,444,242&pNttSn=193146&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4&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322,245,484,246,444,242&pNttSn=193112&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6&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322,245,484,246,444,242&pNttSn=193085&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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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사 소개

신규회원사 소개해드립니다. 코참 회원사 분들의 따뜻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 기업: 농협은행 런던사무소

• 업종: 금융 (은행분과)

• 대표자: 성한경 사무소장

• 홈페이지: https://bankingnonghyup.com

• 문의처: hankyung.sung@gmail.com

• 기업: 클라지스 컨설팅

• 업종: 투자 자문(증권분과)

• 대표자: 최요순 대표

• 홈페이지: https://clargesconsult.co.uk/ 

• 문의처: joe@clargesconsult.co.uk

• 기업: 한화 페이저

• 업종: 위성 장비 제조 (제조분과)

• 대표자: 조형원 상무

• 홈페이지: https://www.hanwha-phasor.com/

• 문의처: jay.choi@hanwha-phasor.com

• 기업: 캠블럿천스

• 업종: 투자 자문(서비스분과)

• 대표자: 김하나 이사

• 홈페이지: https://www.campbell-lutyens.com/

• 문의처: hankyung.sung@gmail.com

신규 코참 사무국장 부임 및 직원 소개

• 박대희 사무국장

• 연락처: pth9430@kotra.co.uk / M. 075 5323 0233

• 이윤수 대리

• 연락처: kocham@kotra.co.uk / M. 020 7520 5322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72071
mailto:pth9430@kotra.co.uk
mailto:kocham@kotra.co.uk
https://bankingnonghyup.com
hankyung.sung@gmail.com
https://clargesconsult.co.uk/
joe@clargesconsult.co.uk
https://www.hanwha-phasor.com/
 https://www.campbell-lutyens.com/
hankyung.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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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3CS Corporate Solicitors]

2022년 주요 고용법 변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예전에 예상했던 고용법 변경의 많은 부분이 연기되었으며, 2022년
의 주요 변경 및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임금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2022년 4월 11일부터 다음과 같은 인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 주간 법정 병가 수당 (SSP) 은 £99.35 가 됩니다. (현재 £96.35)

• 주간 출산 휴가 수당, 부성 휴가 수당, 출산 수당, 부모 수당 및 입양 수당은 £156.66 이 됩니다. (현
재 £151.97)

또한 가을 예산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최저 시급이 인상됩니다. 

• 23세 이상 국가 생활 임금: £8.91 에서 £9.50 으로

• 21세에서 22세 사이의 국가 최저 임금: £8.36 에서 £9.18 으로

• 18세에서 20세 사이의 국가 최저 임금: £6.56 에서 £6.83 으로

• 18세 미만 국가 최저 임금: £4.62 에서 £4.81 으로

• 견습생 임금: £4.30 에서 £4.81 으로

• 숙박 제공시 차감액: from £8.36 to £8.70

2. 중요한 법원 판례가 있나요?

• 대법원의Harpur Trust v Brazel 판결이 새해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케이스는 학기 중에만 학교에
서 제로 아워 계약제로 근무하게 된 음악 교사에 대한 건으로, 항소 법원은 이 교사가 일년 내내
근무하지 않았어도 매년 5.6주의 휴가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항소 법원
은 이 교사의 휴가 급여는 평균 주급에 5.6주를 곱하여 계산하며, ACAS 가이던스가 제안한 대로
근무 시간의 12.07%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교사는 5.6주
의 유급 휴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많은 휴가 급여를 받을 자격을 부여받았
습니다. 이는 부당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법이나, 그 반대를 금지하는 법안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 곧 있을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이 비정규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AYE 임시 직원, 제로 아워 및 에이전시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이 판결
이 적용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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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고용 법안(Employment Bill) 내용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나요?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는 광범위하며, 비정기적인 형태로 26주 이상 근무 했을 경우
안정적인 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 추가 컨설테이션이 필요한 내용 및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법안은 2022년 발표될 예정입니다. 

• 유연 근무를 요청할 권리. 기존 유연 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입사 첫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새로운 컨설테이션 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협의를 거쳐 확
정된 모든 법률 개정안은 고용 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새로운 단일 노동 시장 집행 기관 은 고용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의 규정 준수를 개선할 수 있
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기관은 노동 착취와 현대판 노예제, 국가 최저 임금, 휴가
수당 및 병가 수당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특히 중점을 둘 것입니다. 

• 여성과 새 부모를 위한 정리 해고 보호 확대.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9명 중 1명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했을 때 정리 해
고를 당했거나 심한 대우로 인해 그만둬야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출산 휴가의 여성에게 주어진
정리 해고 보호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바 있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이 고용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시점으로부터 산모가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까지 보호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 신생아 휴가 및 급여. 정부는 법정 신생아 휴가를 도입하고 신생아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의 부
모에게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모는 아기가 신생아 보살핌을 받는 주 각각에 대해 최대
12주까지 추가로 1주의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갖게 됩니다. 

• 간병인 휴가에 대한 새로운 권리. 정부는 근로자의 간병휴가를 고용 첫날부터의 권리로 법제화
할 예정입니다. 이 휴가는 장기 간병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연간 최대 5일의 무급 휴가로 주어
집니다. 이 휴가는 질병이나 부상 또는 노년과 같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이를 보살피거나 보살핌
을 주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팁. 정부는 환대 부문의 근로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도입
할 예정입니다. 고용주는 팁에 관련해 서면으로 된 정책을 준비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기록할 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3CS 는 2022년 이후에도 위와 같은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비지니스를 지원하고 조언을 드리
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경영 정보

• 인사관리: [3CS Corporate Solicitors]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최신 영국 주요 경제 지표

 최근 영국 5년 주요 경제지표

 한국의 연도별 대영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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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한국무역협회

*Calender Years
자료원: 영국 통계청 ONS
업로딩: 2022년 2월 11일 (영국통계청 ONS 기준)

( 단위: £10억 증감률 %)

명목 GDP (2020년) 2조 7600억 달러

1인당 GDP (2022년) 4만 6482 달러

실질 GDP 성장률 (2021년) 7.5 %

실업률 (2022년 1분기) 4.1%

물가상승률(CPIH) (2022년 1월) 4.9%

환율 (2022년 2월 22일) £ 1= ₩1,620.12 £ 1= $1.36

자료원: World Bank, 영국 통계청 ONS, Google 환율
업로딩: 2021년12월 22일 (영국통계청 ONS 기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질 GDP 성장률(%) 2.1 1.7 1.7 -9.4 7.5

소비자물가상승률(CPI)

(%)
1.8 3.0 1.8 1.8 0.7

정부부채(£10억)* 84.7 84.2 84.4 104.5 -

순번 년도 수출 수입 수지

수출액 수출증감률 수입액 수입증감률

1 2021
(01~11월)

406,684 12.5 604,218 5.9 -197,535

2 2020 398,774 -15.0 629,509 -8.7 -230,735

3 2019 469,016 -3.4 689,474 2.4 -220,459

4 2018 485,616 10.1 673,519 4.7 -187,904

5 2017 441,066 0.0 643,498 0.0 -2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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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희 사무국장 (pth9430@kotra.co.uk, , M. 075 5323 0233)

• 이윤수 대리 (kocham@kotra.co.uk,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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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영 수입 (2021년)

품목명 금 액 증감률 품목명 금 액 증감률

총계 6,465 299.9 총계 6,188 249.4

1 승용차 939 -4.6 승용차 462 6.1

2 전기자동차 1,089 -0.4 의약품 390 3.7

3 무선전화기 500 -16 원유 383 -5.1

4 항공기부품 215 -0.3 우라늄 164 -

5 백금 470 -0.9 백금 645 8.4

6 축전지 155 1 계측기 155 5.1

7 자동차부품 217 -2.7 주류 179 5.5

8 건설중장비 263 1.8 원동기 144 9.9

9 제트유및등유 39 - 항공기부품 153 16.3

10 아연도강판 173 5.7 농약 102 -5

11 타이어 111 0.6 기타정밀화학제품 42 -0.2

12 합성수지 182 3.8 분석시험기 88 -4.3

13 기타플라스틱제품 93 -2.6 밸브 75 1.4

14 화장품 69 1.5 합성수지 52 0.1

15 석유화학합성원료 75 0.5 화장품 61 -0.2

mailto:pth9430@kotra.co.uk
mailto:kocham@kotra.co.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