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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정보

내용더보기�
• 2020년 영국 경제전망

- 브렉시트 불확실성은 다소 감소했으나 영국 경제는 더디게 성장할 예정
- 영-EU 무역 협상은 영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
- 영국 정부는 공공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 견인 계획

• 사례로 알아보는 영국의 무역사기

- 거래처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필수 및 신용조사 서비스 사용 권장
- 무역 사기 의심 시 영국 Action Fraud 신고 필수

내용더보기�

• 영국 Top Drawer 박람회

- 매년 2만 명 이상의 참관객을 유치하는 소비재 박람회

내용더보기�

• 영국 핀테크 시장 현황

- 핀테크는 영국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 중 하나
- 영국 정부는 핀테크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 금융시장 내 혁신기술 도입을 촉진

내용더보기�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79894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79884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79945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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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KOCHAM 조찬 세미나

• 주제: Changes to Employment and Immigration Law in 2020 and their Impact on Korean

Companies in the UK

• 일시: 2020년 2월 26일(수) 9:00am – 12:00pm (조찬 제공)

• 장소: Addleshaw Goddard Milton Gate, 60 Chiswell Street, London EC1Y 4AG

• 문의처: 코참 사무국 (020 7520 5322/ kocham@kotra.co.uk)

• 참가 등록: 기업명/성함/직함/전화번호/이메일 작성 후 코참 사무국으로 이메일 송부

*프로그램(안) 별도 첨부

[코참] 회원사 인사 동정

코참 회원사 내 영국에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시고 한국으로 귀임하신 인사와 새롭게 부임하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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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서승현 지점장 귀임 / 우상현 지점장 부임

• KEB 하나은행: 박찬범 지점장 귀임 / 최성호 지점장 부임

• LS전선㈜ 유럽지역부문: 김주원 법인장 귀임 / 이상돈 부문장 부임

[신규회원] 회원사 동정

1월 신규회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코참 회원사분들의 따뜻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 기업: 신한생명 런던주재사무소

• 업종: 보험

• 대표자: 신준형 소장

• 문의처: 020 3753 5306 / junhyung.shin@shinhan.com

• 기업: XnTree Ltd.

• 업종: Accelerator, 금융 및 투자

• 대표자: 김종한 대표이사

• 홈페이지: www.xntree.com

• 문의처: 020 77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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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PwC]

(뒷장에 계속)

2020 Global Economy Watch

경영 계획에 있어, 경제 전망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2020년 1월 PwC가 발표한 Global Economy 
Watch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Global economy is expected to grow at a modest pace

2020년 구매력 지수 기준 세계 경제 성장률은 21세기 평균 3.8%에 못미치는 3.2%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가 될 것이나, 최근 지속된 낮은 실업률로 인해 기업의 인력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1% 가량으로 예상되고, 국제 무역에
민감한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수출 및 투자 보다는 가계소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로존에서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높은 독일은 경제 성장률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계 주요 국가의 실질 GDP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은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실질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2019p 2020p 2021p 2022-
2026p 2019p 2020p 2021p 2022-

2026p

Global 3.2 3.2 3.4 3.4 2.7 2.8 2.8 3
G7 1.7 1.4 1.6 1.5 1.6 1.7 1.7 2
E7 4.8 4.9 4.9 5.1 3.4 3.5 3.4 3.5
United States 2.4 1.8 2.1 1.8 1.8 1.9 2 2.3
China 6.2 5.8 5.7 5.7 2.4 2.5 2.5 2.9
Japan 0.9 0.5 0.5 0.6 0.9 1.3 0.6 1.2
United Kingdom 1.1 1.2 1.5 1.8 1.8 2 2 2
Eurozone 1.1 1.1 1.3 1.4 1.2 1.4 1.5 1.9

France 1.3 1.2 1.3 1.5 1.2 1.4 1.4 1.7
Germany 0.6 0.9 1.3 1.3 1.6 1.8 1.7 2.3
Greece 1.9 2.1 2.2 1.2 0.4 0.8 1.2 1.8
Ireland 4.3 3 3.1 2.8 0.9 1.3 1.6 1.9
Italy 0.1 0.4 0.7 0.8 0.6 0.9 1.1 1.4
Netherlands 1.7 1.4 1.5 1.6 2.6 1.9 1.7 2
Spain 2.3 1.8 1.8 1.7 0.7 1 1.4 1.7

Poland 4.3 3.5 3.1 2.6 2.3 2.8 2.5 3
Russia 1 1.7 1.8 1.8 4.5 5.2 4 4.2
Turkey -0.1 2.5 2.9 3 15.5 11.8 12.7 11.2
Australia 1.8 2.3 2.6 2.5 1.6 1.9 2 2.5
India 5.8 6.5 7 7.5 3.9 4 4 4
Indonesia 5 5.1 5.2 5.2 3.2 3.4 3.5 3
South Korea 1.9 2.1 2.5 2.8 0.5 0.9 1.5 2
Brazil 1.2 2 2.4 2.2 4.3 5 5.2 3.5
Canada 1.6 1.8 1.8 1.7 1.7 1.8 1.9 1.9
Mexico 0.4 1.3 1.4 2.4 3.6 3.3 3 3
South Africa 0.5 1.1 1.4 1.8 4.3 5.1 5.3 5.3
Nigeria 2.1 2.5 2.5 2.5 11.4 11.5 11.4 11.4
Saudi Arabia 0.1 1.8 2.2 2.4 -1 1.6 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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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PwC]

 Trading goods across borders will likely remain tense

1970녀대부터 세계경제는 자유 무역에 따라 전세계 경제가 통합되는 “Globalisation”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전세계 상품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 12월에 WTO의
국제무역분쟁 판결 기능이 정지되는 등의 무역 긴장이 두드러졌으며, 이 추세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무역/투자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이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이른 바, “Slowbalisation”이 나타날 것입니다.  

 Global services trade expected to hit US$7 trillion

상품 무역과는 달리, 서비스 무역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2018년 전세계 서비스
무역은 전세계 GDP의 3.5%인 미화 5.8조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미화 7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와 영국이 전세계 1위와 2위의
서비스 수출국이 될 것이며, 중국은 프랑스를 추월하여 세계 4위의 서비스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India expected to rise in global economic rankings

IMF의 최근 예측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 규모가 영국 및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5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경제성장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5년에는 독일, 203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lobal population biggest it has ever been but also the greyest

UN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인구는 10년 전 대비 10% 증가한 77억명이 될 것인데,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이 중국, 인도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한편, 60세 이상
인구도 10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E7 (중국, 러시아, 터키,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의 신흥 경제 성장국가) 중,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나머지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의
합보다 많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노령화 추세는 의료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Global Economic Watch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wC 웹싸이트
(https://www.pwc.com/gx/en/issues/economy/global-economy-watch/predictions-2020.html) 에서
확인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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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회계사 +44 (0)7710 036 546  kim.kyung-hwan@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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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3HR Corporate Solicitors]

Younjoo Yu

Head of Korean Services

Email: younjoo.yu@3hrc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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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HR Legal Lt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z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No: 597935.

◈ 정보제공: 3HR Corporate Solicitors Limited
Thomas Miles

Head of Legal

Email: Thomas.miles@3hrcs.com

Direct Tel: +44(0)20 7194 8138

Hennie Shin

Trainee Solicitor

Email: Hennie.shin@3hrcs.com

Direct Tel: +44(0)20 7194 8160

새로운 IR35 시행

회사는 인재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 외에도 외부 사업체에 서비스의 공급을 의뢰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사업을 꾸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4월 6일에 시행되는 IR35 레귤레이션 변경 사
항이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IR35는 국세청에 의하여 2000년에 도입된 레귤레이션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용인으로 회사에 서비스
를 제공하는 개인이 세금 절감의 목적으로 유한 회사를 통해 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IR35 레귤레이션 하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특정 회사에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세금 목적
으로 스스로가 피고용인으로 간주되는지 판단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6일부
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 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회사는 계
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만약 사업자가 세금 목적으로 피고용인으로 간주된다
면 국세청에 해당 PAYE 와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medium or large’ 사업체로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되며, 
소규모 사업체로 판단된다면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 대상의 소규모 사업체에 해당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매출 £10.2million 이하
• 대차 대조표 합계 £5.1 million 이하
• 직원 수 50명 이하

회사가 위의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한다면 서비스 업체가 피고용인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판단
은 기존 IR35 레귤레이션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medium or large 사업체에 해당된다면 4월에 있을 레귤레이션 변경을 위해서 준비를 하
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이 올해 4월 6일을 넘어서까지 지속된다면 그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의 업무 관
계를 파악하고 계약 내용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목적으로 봤을 때 사업자와의 업무 관계가
고용 관계로 간주된다면 서비스 이용 대금 변경을 고려하셔야 하실 수 있으며, 계약서 역시 변경하셔야
할 것입니다. 4월 6일 이후에 새로 체결하시게 될 계약서 역시 레귤레이션 변경을 반영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최신 영국 주요 경제 지표

 최근 영국 5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6 2017 2018
2019 

(11월 누계)

수 출 4,089 4,411 4,866 4,286

수 입 6,369 6,437 6,736 6,389

수 지 -2,280 -2,026 -1,871 -2,103

 영국의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한국의 연도별 대영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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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영 수출
금액 7,390 6,288 8,122 6,359 5,515

증가율 27.8 -14.9 29.2 -21.7 -13.3

대영 수입
금액 6,127 5,212 6,318 6,809 4,168

증가율 -17.7 -14.9 21.2 7.8 -38.8

무역수지 1,263 1,076 1,804 -451 1,347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자료원: 영국 통계청 ONS

( 단위: £10억 증감률 %)

명목 GDP (2018년) 2조 8553억 달러

1인당 실질 GDP, PPP (2018년) 4만 5973 달러

실질 GDP 성장률 (2019년 3분기) 1.1%

실업률 (2019년 3분기) 3.8%

물가상승률(CPIH) (2019년 12월) 1.4%

환율 (2020년 1월 30일) £ 1= ₩1,544.16 £ 1= $1.30

자료원: 영국 통계청 ONS, World Bank, Google 환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질 GDP 성장률(%) 2.4 1.9 1.9 1.4 -

소비자물가상승률(CPI)
(%)

0 0.7 2.7 2.5 1.8

정부부채(£10억) 1666.2 1731.8 1786.7 18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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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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영 수입 (2019)

품목명 금 액 증감률 품목명 금 액 증감률

총계 5,515 331.9 총계 4,168 364.9

1 승용차 1,276 -5.5 승용차 799 0.1

2 선박 643 - 의약품 336 -0.7

3 제트유 및 등유 538 -3.6 원유 211 -

4 항공기부품 362 1.1 원동기 158 -2.6

5 자동차부품 222 -0.7 주류 148 3.0

6 축전지 146 6.2 계측기 140 -2.8

7 건설중장비 140 -6.6 합성수지 106 -7.8

8 합성수지 125 -4.4 펌프 80 17.8

9 아연도강판 120 -8.7 분석시험기 79 0.7

10 타이어 109 -4.4 기타정밀화학제품 67 -2.6

11 무선전화기 93 18.4 농약 59 -5.8

12 기타플라스틱제품 91 0.4 항공기부품 58 7.8

13 전기자동차 89 10.6 자동차부품 55 -3.5

14 기타정밀화학원료 57 -4.0 밸브 53 -3.4

15 석유화학합성원료 54 -8.5 기타화학공업제품 52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