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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 UK 
재영한국경제인협회 뉴스레터 29 May 2020  

 [코트라] 영국, 독자적 관세 체계 ‘글로벌관세‘ 발표

 [코트라] 포스트 브렉시트, 동시다발적 무역협상을 추진하는 영국

 [코트라]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주목받고 있는 영국의 DIY

 [코트라] 고령화 시대에 핵심으로 자리잡을 에이징 테크

 [코트라] 역대 최대 규모의 영국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HS2 프로젝트

 [코트라] 증가하는 무슬림 인구, 영국의 다양한 산업에 영향

시장정보

 회계 : [PwC] How to Run a Great Virtual Meeting

 인사 : [3CS Corporate Solicitors]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의 사무실 출근

현지 경영 정보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영국 주요 거시경제지표

 영국 대외 교역동향

 한국-영국 연도별 · 품목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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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참] 킹스턴 병원 기부금 전달식 (5/12)

 [코참] KOCHAM 웨비나 공지 (6/4, 목)

 [코트라]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

 [코트라] 한국인 채용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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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정보

내용더보기�• 영국, 독자적 관세 체계 ‘글로벌관세＇발표

-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 영국 글로벌관세로 EU 역외공통관세 대체
- 관세 단순화 및 조정을 통해 영국 내 경제 활성화 촉진 계획
- 순환경제 관련 상품에 무관세 적용

• 포스트 브렉시트, 동시다발적 무역협상을 추진하는 영국

- 영국 정부, 미국 및 일본과의 협상 목표 발표
- EU와 3차 협상 라운드 종료, 다음 협상은 6월 1일 예정
- 6월까지 이행기간 연장 여부 결정해야

내용더보기�

•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주목받고 있는 영국의 DIY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더욱 주목받고 있는 DIY
- 새롭게 떠오르는 젊은 층의 고객을 만족시키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사업 전략 수립 필요

내용더보기�

• 고령화 시대에 핵심으로 자리잡을 에이징 테크

-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에이징 테크
- 정부 주도 자금지원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성장에 따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분야로 부상

내용더보기�

• 역대 최대 규모의 영국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HS2 프로젝트

- 역대 최대 규모의 영국 공공 교통 프로젝트, HS2 프로젝트
- 런던과 영국 중북부의 경제력 격차 감소 및 인적·물적 자원 연결 목적

내용더보기�

• 증가하는 무슬림 인구, 영국의 다양한 산업에 영향

- 영국 내 증가하는 무슬림, 다양한 산업에 영향 미치는 중
- 기업들은 젊은 무슬림을 대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내용더보기�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2199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2058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1944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1586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1422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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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킹스턴 병원 기부금 전달식 (5/12)

지난 5월 12일 킹스턴 병원 기부금 전달식에 코참 부회장이신 KOLNG 김점수 사장님께서 대표로

참석하시어 마스크와 기부금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총 기부액은 코참 1만 파운드 및 타 한인단체를

모두 합하여 2만 2162 파운드 였습니다. 이에 킹스턴 병원장님께서는 코참 전 회원사 분들께 감사

의 마음을 담아 직접 서한을 보내오셨고, 대사님과 한인회장님께서도 코참의 이번 선도적인 모금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 회원사 여러분들께 진

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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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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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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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참] KOCHAM 웨비나 공지 (6/4, 목)

• 주제: New furlough rules from August and how to go about redundancies during and

afterwards 및 질의응답

• 일시: 2020년 6월 4일(목) 10:00am – 11.00am *예상 (질문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소: Zoom *Zoom 링크 및 방 비밀번호는 행사 전날 다음주 수요일 오후 중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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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Run a Great Virtual Meeting

COVID-19에 따른 Lockdown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Virtual Meeting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요. 효과적인 Virtual Meeting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Before the Meeting

1. 비디오 카메라를 켜도록 유도하십시오.

• 회의 참여자들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회의와 비슷한 환경, 즉 서로의
얼굴을 보고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회의 집중도를 높이고 비언어적 표현(얼굴 표정)을 확인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고서에 집착하지 말고, 사전에 Agenda를 공유하십시오

• A4 반 쪽 분량의 Agenda를 회의 전에 배포하여, 회의에서는 질문, 건의, 해결책 비교 등에
시간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 회의 전에 참가자들은 자료를 활용해 브레인스토밍하고, 아이디어를 준비하도록 서로
독려해야 합니다.

• 모든 참가자가 사전 배포자료 내용을 숙지하고 회의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를 팀
리더가 조성해야 합니다.

3. 팀의 의견에 따라 의제의 세부 내용을 준비하십시오.

• 리더는 회의 Agenda 설정을 할 때 어떤 내용을 다룰지 팀 내 의견을 충분히 구해야 합니다.

• 특히 팀 외부 관련자들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의제의 경우 사전에 리더가 관련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During the Meeting

1. 회의 참가자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 미팅 도입부에 서로의 개인적인 일상과 커리어 근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서로 존중할 것과 참가자들이 본인의 소속 그룹에 공유할 수 있는 내용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2. 협력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참가자들을 독려하십시오.

• 전통적인 하향식 의사결정을 벗어나기 위해 리더는 팀이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팀원 간 서로
다른 정보와 관점을 공유하고 조언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3. 각 회의 참가자에게 Agenda별 담당 시간을 할당하십시오.

• Agenda에 포함된 각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팀 멤버들에게 각 5분씩 자신의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 그 후 모든 참가자들에게 그에 대한 질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자연스럽게
협력을 유도해야 합니다.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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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PwC]

 During the meeting, 계속

4. 온전한 미팅 진행을 위해 규칙을 세우십시오.

• 실제 대면회의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은 화상회의에서도 지양해야 하고, 리더는
활발한토론과 창의성 발현의 방해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 Mute를 하고 다른 e-mail을 회신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지 않도록
리더가 팀 내 규칙을 정립해야 합니다.

5. 멀티태스킹을 금지하십시오.

• 화상회의 화면을 활용하고, 리더가 참가자들의 생각을 수시로 물어봐야 합니다.

• 참가자들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6. 보다 솔직한 토론을 위해 ‘요다’ 역할 팀원을 지정하십시오.

• 보다 솔직한 토론을 위해 주류와 다른 의견이더라도 거리낌 없이 낼 수 있도록, 즉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리더는 팀원 한 명을 스타워즈의 ‘요다’* 와 같은 역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쉽게 꺼내기 어렵지만 일리 있는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대변해 주는 역할

 After the meeting

1. 회의 내용에 대한 감정적인 대화를 회의 밖에서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 회의가 끝나자 마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좌절감이나 불만을 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회의가 끝나기 5~10분 전에, 회의가 끝난 후에 공유할 예정이었던 감정적인 부분들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마쳐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즉,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 
염려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 “할 말이 있으면 지금 말하거나, 영원히 말하지 마라.“라는 스타워즈 ‘요다’의 대사 일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화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와 존중입니다.

• 다른 참가자들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특히 Virtual Team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를 쌓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더욱 회의 운영 전략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COVID-19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은 PwC 홈페이지 (https://www.pwc.co.uk/issues/crisis-
and-resilience/covid-1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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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6546, +82 (0) 10 8915 4739 / kim.kyung-hwan@pwc.com, kyunghkim@s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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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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nee Solicitor

Email: Hennie.shin@3cslondon.com

Direct Tel: +44(0)20 7194 8160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의 사무실 출근

다행히도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매일 보고되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록다운 (lockdown) 관련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5월 10일 재택 근무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은 일터로 복귀하도록 격려하겠다
(“actively encouraged”) 는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위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로
불안정한 현재 상황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에 복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로부터 직원을 어
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선 (reasonably 
practical) 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근무지 공중 보건 안전
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에 의거하여 형사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길 경우 직원이 소송을 한다면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주는 사무실의 크기와 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위험 상황 평가 (risk assessment) 를 실
시하여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 후, 이 시스템이 올바른 방식으로 지켜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
다. 고용주는 각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부의 다섯 가지
핵심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 위험 상황 평가 실시 - 공중보건안전당국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의 가이던스에
따라 위험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직원과 공유하고 웹사이트에도 공지합니다.

2. 청결 유지 절차 구축 - 직원들로 하여금 정부 지침에 따라 손을 자주 씻도록 하고 손 세정제를 배치하
는 것은 물론 사무실 집기를 자주 소독합니다.

3. 재택 근무 장려 - 재택 근무가 가능한 경우 지속적으로 재택 근무를 권고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
장입니다. 직원들과 재택 근무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여 효과적인 재택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
려합니다.

4. 가능한 한 직원들 간 2미터 간격 유지 - 사무실을 재배치합니다.

5. 직원들 간 2미터 간격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법 강구 - 칸막이를 이용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
정하는 등 다른 다양한 방식을 강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지속되는 가운데, 출근을 재개하고자 한다면 직원의 안전을 위해
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 모두가 이러한 시스
템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지속적인 리뷰를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최신 영국 주요 경제 지표

 최근 영국 5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1월 누계) 

수 출 4,411 4,866 4,691 371

수 입 6,437 6,736 6,895 539

수 지 -2,026 -1,871 -2,204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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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누계)

대영 수출
금액 6,288 8,122 6,359 5,515 1,520

증가율 -14.9 29.2 -21.7 -13.3 -

대영 수입
금액 5,212 6,318 6,809 4,168 1,286

증가율 -14.9 21.2 7.8 -38.8 -

무역수지 1,076 1,804 -451 1,346 231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Calender Years
자료원: 영국 통계청 ONS

( 단위: £10억 증감률 %)

명목 GDP (2018년) 2조 8553억 달러

1인당 GDP (2019년) 4만 8092 달러

실질 GDP 성장률 (2020년 1분기) -2%

실업률 (2020년 1분기) 3.9%

물가상승률(CPIH) (2020년 4월) 0.9%

환율 (2020년 5월 29일) £ 1= ₩1,522.42 £ 1=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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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질 GDP 성장률(%) 2.4 1.9 1.9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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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누계) 대영 수입 (2020년 4월 누계 )

품목명 금 액 증감률 품목명 금 액 증감률

총계 1,520 17,939 총계 1,289 23,698

1 승용차 281 -2.6 승용차 196 42.2

2 전기자동차 156 31.8 의약품 118 12.0

3 항공기부품 119 -12.5 우라늄 102 -

4 제트유 및 등유 88 -51.9 원동기 42 -10.2

5 축전지 58 -12.5 계측기 41 17.3

6 백금 58 -28.8 백금 35 63.7

7 자동차부품 56 -31.7 농약 34 -39.7

8 무선전화기 54 188.2 주류 29 1.7

9 아연도강판 51 -0.3 기타정밀화학제품 27 -15.1

10 건설중장비 49 -27.6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23 -2.4

11 합성수지 33 -1.6 합성수지 23 -16.4

12 타이어 27 -38.7 변압기 22 -85.5

13 석유화학합성원료 26 0.2 밸브 19 29.2

14 기타플라스틱제품 25 -6.5 분석시험기 17 -0.3

15 냉연강판 22 75.5 화장품 16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