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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2020년 KOCHAM 화상 연차총회 개최

지난 12월 9일(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KOCHAM 화상 연차총회가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

기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바쁜 연말임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회원사 여러분들께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연차총회에는 총 64분께서 참석해주신 가운데 김점수 코참 회장

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연차보고, 신규 임원 및 부·귀임자 인사, 세미나, 행운권 추첨 순서로 약 1

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총회에 박은하 대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어 동 행사를 빛내

주셨고, 이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차보고에서는 KOCHAM 주성현 사무국장이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그간의 실적 보고를 하였으

며, 더불어 2021년 임원진 및 부·귀임자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귀임 예정

이신 분들이 많아, 그간 코참 부회장으로 헌신해오신 조영수 코트라 런던무역관장님께서 대표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후 세미나에서 대사관의 문상민 상무관님께서 <‘21년 한영 경제통상 이슈 및 전망>을 주제로

자세히 다뤄주셨고, 발표 후 회원사분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어 한국은행 허현 차장님께서 <’21년 경제전망>에 대해 심도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원사분들께 유용한 내용으로 세미나 발표를 맡아주신 문상민 상무관님, 허현 차장님

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올 한해 코참에 적극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

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지만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1년에도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여 더욱 유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저

희 코참에서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박은하 대사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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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회원사 인사 동정

12월 코참 회원사 내 영국에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시고 한국으로 귀임하신 인사와 새롭게 부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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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김종래 지점장 귀임 / 홍정호 지점장 부임

• 한화테크윈 유럽: 황호연 상무(법인장) 귀임 / 이채원 법인장 부임

• 현대중공업: 정태일 전무(지사장) 귀임 / 여용화 상무(지사장)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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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 7520 5315 / sanga.kim@kotra.co.uk)

[코트라] 한국인 채용 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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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 7520 5315 / sanga.kim@kotra.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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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3CS Corporate Solicitors]

Younjoo Yu

Head of Korean Services

Email: Younjoo.yu@3cslondon.com

Direct Tel: +44(0)20 7194 8135 

This newsletter is designed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only.  It does not constitute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and thus should not be relied on. Definitive advice can only be given with full 
knowledge of all relevant facts.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aspect further, please contact us. 3CS Corporate Solicitors Lt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No: 597935

◈ 정보제공: 3CS Corporate Solicitors Limited

Thomas Miles

Head of Legal

Email: Thomas.miles@3cslondon.com

Direct Tel: +44(0)20 7194 8138

Hennie Shin

Solicitor

Email: Hennie.shin@3cslondon.com

Direct Tel: +44(0)20 7194 8160

2020년의 고용법 변화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에게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비즈니스
가 큰 타격을 입음에 따라서 정부의 대응책으로 고용법에도 여러가지 변화를 야기하게 되었으며, 그 외
에도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크고 작은 고용법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2020년에 있었던 주요 고용법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 휴직 (furlough)
올 한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고용법 관련 변화는 유급 휴직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팬데믹으
로 인해 실직의 위험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비즈니스 전반이 혜택을 받은 이 유례없는 정책은, 
현재 2021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연차 휴가 이월
출산/육아 휴직 또는 병가 등 몇몇 이유를 제외하고는 연차 휴가를 해당 휴가 연도에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법정 최소 휴가 5.6주 중 4주는 반드시 해당
휴가 연도에 사용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고용주가 허용할 경우에만 이월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휴가 사용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 (reasonably practicable)’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4주간의 휴가를 차후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가 급여
본래 법정 최소 병가 급여는 병가 첫 3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이유로
자가 격리를 할 경우 병가 첫날부터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리포팅
영국 정부는 2017년부터 매년 직원수가 250명인 기업에 한해 성별 임금 격차 리포팅을 의무화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 이와 같은 의무 사항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였습니다.

Parental bereavement leave and pay 도입
올해 4월부터 임신 24주 이후 사산을 했을 경우, 혹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잃었을 경우 부모는 법적으로
2주간의 유급 휴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정 최소 급여
정부는 직원에게 법정 최소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 그 체납금이 500파운드 이상인 고용주의 명단을 공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최신 영국 주요 경제 지표

 최근 영국 5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10월 누계) 

수 출 4,440 4,958 4,692 3,219

수 입 6,368 6,736 6,911 5,029

수 지 -1,928 -1,778 -2,219 -1,809

 영국의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한국의 연도별 대영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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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1월 누계)

대영 수출
금액 6,288 8,122 6,359 5,515 4,105

증가율 -14.9 29.2 -21.7 -13.3 -

대영 수입
금액 5,212 6,318 6,809 4,168 3,852

증가율 -14.9 21.2 7.8 -38.8 -

무역수지 1,076 1,804 -451 1,346 25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Calender Years
자료원: 영국 통계청 ONS

( 단위: £10억 증감률 %)

명목 GDP (2019년) 2조 8291억 달러

1인당 GDP (2019년) 4만 8698 달러

실질 GDP 성장률 (2020년 3분기) -8.6%

실업률 (2020년 3분기) 4.8%

물가상승률(CPIH) (2020년 11월) 0.6%

환율 (2020년 12월 29일) £ 1= ₩1,476.92 £ 1= $1.35

자료원: World Bank, 영국 통계청 ONS, Google 환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질 GDP 성장률(%) 2.4 1.9 1.9 1.3 1.3

소비자물가상승률(CPI)
(%)

0 0.7 2.7 2.5 1.8

정부부채(£10억)* 1666.2 1731.8 1786.7 1838.2 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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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현(shjoo@kotra.co.uk) / 신미라(kocham@kotra.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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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누계) 대영 수입 (2020년 11월 누계 )

품목명 금 액 증감률 품목명 금 액 증감률

총계 4,105 381.6 총계 3,852 419.3

1 승용차 727 0.5 승용차 451 6.3

2 전기자동차 587 8.7 의약품 350 1.8

3 무선전화기 355 38.1 원유 343 -

4 항공기부품 237 -4.1 우라늄 164 -2.5

5 백금 171 -9.8 백금 122 22.4

6 축전지 166 -8.0 계측기 118 3.7

7 자동차부품 141 -0.1 원동기 111 -8.4

8 제트유및등유 100 - 주류 107 6.0

9 건설중장비 97 -5.9 농약 92 1.3
10 아연도강판 89 -8.4 기타정밀화학제품 69 -4.1
11 타이어 86 1.8 항공기부품 68 10.2

12 합성수지 78 0.1 분석시험기 62 7.5

13 기타플라스틱제품 66 1.5 밸브 58 5.5

14 석유화학합성원료 52 -4.2 합성수지 56 -1.3

15 화장품 48 5.3 화장품 53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