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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 UK 
재영한국경제인협회 뉴스레터 30 June 2022  

[코트라] 영국 국제 시설관리 전시회 참관기

[코트라] 영국 국제 보안 전시회 이프섹(IFSEC 2022) 참관기

[코리안위클리] 디젤 55리터 탱크 채우는데 ￡100 … 사상 최고

[연합뉴스] 영국, 러시아 추가 제재…제트기 연료 등 수출 금지

[KBA] EU-영국, 화석연료 투자 보호 중단하는 에너지헌장조약 개정 제안

[KBA]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2024년 6월까지 연장

 법률: [3CS Corporate Solicitors] 고용계약서상의 제한 조항

 법률: [Hill Dickinson LLP] Economic Crime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Act 2022

현지 경영 정보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영국 주요 경제지표

 영국 대외 교역동향

 한국-영국 연도별 · 품목별 수출입

안내사항

 [코참] 회원사 인사 동정 / 신규 회원사 소개 / 디렉토리 발간 안내 / 이사회 명단 소개

 [코참] 한글학교 지원 약정서 전달식 갤러리

 [코트라] 인재 채용 지원 서비스 안내

 [코트라]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

시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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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22,245,484,246,444,242,505&pNttSn=194730&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3&pNatCd=826&pKbcCd=&pIndustCd=&sSearchVa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3&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322,245,484,246,444,242,505&pNttSn=194640&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3&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http://www.koweekly.co.uk/news.php?code=uk&mode=view&num=10501&page=1&wr=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3161300081?section=search
https://kba-europe.com/board/kba-daily-hot-line/?uid=23050&mod=document&pageid=1
https://kba-europe.com/board/kba-daily-hot-line/?uid=23049&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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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회원사 인사 동정

2022년 코참 회원사 내 새롭게 선임하신 인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코참 회원사분들의 따뜻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 HMM 구주본부의 맹년호 본부장(상무), 코참 부회장으로 선임 (6월 10일 / 김경섭 부회장 후임)

• 코넥트퍼스넬 표정아 대표, 서비스분과 이사로 선임 (5월 19일 / 김나나 이사 후임)

안내사항

[코참] 신규 회원사 소개

신규 회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코참 회원사분들의 따뜻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 기업: 유진아 피부과

• 업종: 의료

• 대표자: 유진아 대표원장

• 홈페이지: www.drjinahyoodermatology.com

• 문의처: 020 7935 3030

• 기업: 캠블럿천스

• 업종: 금융

• 대표자: 김하나 대표(한국데스크)

• 홈페이지: www.campbell-lutyens.com

• 문의처: 020 7439 7191

[코참] 2022년 디렉토리 7월 초 발간 예정

총 95개 회원사 정보가 수록된 2022년 코참 디렉토리가 7월 초 PDF 버전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회원사 전체 공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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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2022년 KOCHAM 이사회 명단

안내사항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회장 박명은 SK에코플랜트 소장

상근부회장 전우형 KOTRA 런던 무역관장

부회장 김종보 베스텍㈜ 대표이사

부회장 맹년호 HMM 구주본부 본부장/상무

감사 김승욱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장

무역/유통분과 이사 이현석 삼성물산 런던법인장

제조분과 이사 조형원 한화페이저 법인장/상무

관광분과 이사 홍정호 대한항공 런던지점장

은행분과 이사 우상현 신한은행 런던지점장

증권분과 이사 김근태 삼성증권 런던법인장

보험분과 이사 김종배 코리안리 런던소장

법률/회계분과 이사 권순재 KPY필립스 영 대표이사

서비스분과 이사 표정아 코넥트퍼스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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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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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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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나 대리/ jobfair@kotra.co.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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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코참] 한글학교 지원 약정서 전달식

• 일시: 2022년 6월 11일

• 대상 학교: 런던 한글학교, 강북 한글학교

• 주요 내용: 한글학교 후원금 전달



1/ 고용계약서상의 제한 조항

출처: Younjoo Yu/Director & Head of Korean desk/3CS Corporate Solicitors

현지 경영 정보

2/ Economic Crime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Act 2022

출처: Hill Dickinson LLP



현지 경영 정보 – [법률] Younjoo Yu/Director & Head of Korean desk/3CS Corporate Solicitors

퇴직 후 제한 조항은 고용 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원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
으로 고용주가 사용하는 조항입니다.

고용 계약 종료 후 직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은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한 유효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거래 제한’ 상태로 간주하여 무효화되며 따라서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 보호해야 마땅한 합법적인 비지니스 이익이 존재합니다.
· 요구 사항은 해당 이익을 보호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의 사업 이익을 보호하는데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제한 사항은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Q. 어떤 것들이 보호될 수 있나요?
A. 넓은 의미에서 법원이 보호하도록 허용할 권리는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 거래 관계 (고객 및 공급업체) 및 영업권
· 영업 비밀 및 기타 기밀 정보
· 노동력의 안정성

Q. 퇴직 후 제한 조항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BFAM Partners (Hong Kong) Ltd v. Gareth John Mills & Segantii Capital Management Limited 판결에는

홍콩 고용주가 전 직원인 밀스로 하여금 6개월동안 경쟁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집행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 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간주됩니다.

밀스는 처음 기술 컨설턴트로 근무하다 차후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고용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책임을 지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경쟁사에서 6개월 간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쟁 금지 조항이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Q. 밀스가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A. 퇴직한 후 밀스는 즉시 전 고용주의 경쟁사인 Segantii Capital Management Ltd에 최고 기술 책임자로 합류

하였습니다.

Q. 전 고용주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A. 전 고용주는 밀스와 새로운 고용주에 대한 금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부여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즉, 밀스로

부터 경쟁 금지 조항을 따르도록 하고, 새로운 고용주는 경쟁 금지 조항을 위반함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경쟁 금지 조항은 전 고용주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합니다 – 전 고용주는 밀스가 전 고용주가 보호하고자 하는
맞춤형 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경쟁 금지 조항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전 고용주는 거래 전략의 수명주기가 일반적으로
약 6개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밀스는 경쟁 금지 기간동안 계속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전 고용주가 경쟁 금지 기간동안 밀스에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금지 명령을 승인하는데 불공정의 위험이 낮습니다.

Q. 이 판례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고용주는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 비지니스 이익을 식별하고,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경쟁업체로부터 직원을 고용할 시 주의해야 하며, 후보자가 이전 고용주에게 져야 할 비경쟁 또는 기타
지속적인 의무가 있는지 인지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볼 수 있듯 전 고용주가 전 직원을 고소할 때 전 직원의 계약
위반을 조장한 새 고용주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상의 제한 조항



현지 경영 정보 – [법률] Hill Dickinson LLP

A. Companies House

최근 국회에 상정된 “Economic Crime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Bill” 은, 그동안 영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기업들(법인 및 지점 모두)의 주요 기업정보 등록 및 담보권설정 업무 등 기업등기소의 역할을 해온 Companies
Hous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들을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정부Authority로서의 Power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Power to query information: 기업이 제출한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Reject filings: 제출된 추가자료/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 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 Sanctions: 추가자료 및 정보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
• Discrepancy reporting: 기업을 대변하는 로펌에게, 해당기업이 Companies House에 신고한 정보

(예를 들어, 임원 및 주요주주 (Person with significant control (PSC))의 내용이 맞는 지 확인 및 다를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

• Shareholder list: 기업의 각 주주의 Full name 및 지분율 현황이 포함된 주주명부를 기업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Power to remove information from the register: Companies House 열람소에 등록된 자료 / 정보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삭제할 수 있는 자료/정보를 보다 쉽게 삭제할 수 있는 권한

• Name changes: 회사명 / 지점명이 특정 기업, 조직, 개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회사명 / 지점명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요구한 날로부터 28일내에 시정이 안되면 법원에 해당
기업명을 변경하는 법원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 Registered office changes: Companies House에 등록된 Registered Office와 관련,기업이 해당주소를 실제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하는 권한

• Proper delivery: Companies House가 지정한 Deadline까지 서류들이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 관련 서류들의 등
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입법예정된 법령의 발효 이후에는 Companies House에 등록된 혹은 향후 등록될 기업의 임원(Director), 주주
(Shareholder) 및 주요주주 / Beneficial Owner의 신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Verification ID 및 기타 Companies
House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 REGISTER OF OVERSEAS ENTITIES

• Companies House와 영국 HM Land Registry(부동산 등기소)에서는 향후, 영국에 소재한 해외기업들(해외기업의
지점 포함)에게 해당기업 및 해당기업의 Beneficial Owner 및 Managing Office의 정보의 제공 및 등록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기업은 매년 Companies House / HM Land Registry에게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영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해외기업들에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국내기업들에게 적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Article에 기재하지 않으나,
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기업들은 저희 로펌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conomic Crime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Act 2022



 최신 영국 주요 경제 지표

 최근 영국 5년 주요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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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영국 통계청 ONS

(단위: £10억 증감률 %)

명목 GDP (2020년) 2조 7600억 달러

1인당 GDP (2020년) 4만 6482 달러

실질 GDP 성장률 (2021년 4분기) 6.6%

실업률 (2022년 1분기) 3.7%

물가상승률(CPIH) (2022년 5월) 7.9%

환율 (2022년 6월 30일) £ 1= ₩1573.59 £ 1= $1.21

*자료원: World Bank, 영국 통계청 ONS, Google 환율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질 GDP 성장률(%) 2.1 1.7 1.7 -9.3 7.4

소비자물가상승률(CPI)
(%)

2.7 2.5 1.8 0.9 2.6

정부부채(£10억)* 1,785.9 1837.0 1,890.7 2,204.8 2,382.8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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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월기준)

대영 수출
금액 6,359 5,515 4,467 5,962 2,823

증감률 -21.7 -13.3 -19.0 33.5 18.8

대영 수입
금액 6.809 4,169 4,370 5,810 2,736

증감률 7.8 -38.8 4.8 32.9 8.1

무역수지 -451 1,346 97 153 87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19 2020 2021 2022(1분기)

수 출 699,250 609,897 625,374 163,751

수 입 719,938 603,541 654,481 196,279

수 지 -20,688 6356 -29,107 -32,528

 영국의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자료원: 영국 통계청 ONS



 한국의 주요 품목별 대영국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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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MTI 4단위 기준)

,

순위

대영 수출 (2022년 5월) 대영 수입 (2022년 5월)

품목명 금 액 증감률 품목명 금 액 증감률

총계 521 -1.1 총계 751 28.5

1 전기자동차 72 -27.3 원유 216 6.3

2 기타자동차 60 489,682.6 백금 77 257.6

3 무선전화기 59 69.7 우라늄 69 0.0

4 승용차 27 -54.0 승용차 51 29.5

5 건설중장비 19 -5.0 의약품 27 11.2

6 항공기부품 18 51.9 주류 21 69.2

7 백금 17 -57.9 원동기 17 39.3

8 아연도강판 16 148.7 항공기부품 14 34.5

9 합성수지 15 23.5 기타화학공업제품 13 96.3

10 자동차부품 13 -23.1 농약 13 96.8

11 화장품 12 80.5 그림 11 97.6

12 축전지 11 -25.3 기타정밀화학제품 11 -6.7

13 냉연강판 10 110.0 계측기 9 -16.1

14 열연강판 9 -59.5 분석시험기 8 28.5

15 타이어 9 36.2 자동화기기 7 1,476.0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 문의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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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민 대리 (kocham@kotra.co.uk,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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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