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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기

영국의 국기는 유니언 잭(Union Jack) 또는 유니언 기(Union Flag)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왕실 깃발을 사용함.
영국 국기의 모양은 1차로 1606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동군연합 깃발의 통합, 2차로
1801년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과 아일랜드 왕국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음.
※ 웨일스는 1536년 웨일스 공국이 잉글랜드에 복속되기 전까지는 4마리의 사자 깃발을 사용하였
으며, 붉은 용(Y Ddraig Goch) 상징이 들어 있는 현재의 웨일스 국기는 1959년 제정되었음.
※ 아일랜드는 1848년 혁명 시 현재 모습의 국기를 최초로 도입하고 1920년 북아일랜드와 분리
되면서 1922년 공식 국기를 갖게 됨.

St. George's Cross
(England)

St.Andrew's Cross
(Scotland)

웨일스 공국 국기
Flag of Great
Britain (1707-1801)

St. Patrick's Cross
(Ireland)

Union Flag (1801-present)

영국 국기 형성 과정

현재 웨일스 국기

영국 왕실 문장

1952년에 즉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공식 문장
- 영국의 왕실 문장은 영국 군주가 즉위함으로써 공인 자격일 때 사용하며, 공식적으로는
지배권의 문장(Arms of Dominion)으로 불림.
문장 가운데에 있는 방패는 4등분 되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는 잉글랜드의 사자 세
마리가 있고, 오른쪽 위에는 스코틀랜드의 사자가 왼쪽 아래는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하프가 있음.
방패 왼편에는 역시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왕관을 쓴 사자가 있으며 , 오른편에는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유니콘이 있음.
방패 밑에는 영국 군주들의 표어인 “신과 나의 권리(Dieu et mon Droit)”가 쓰여져 있으며
방패를 둘러싼 띠에는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온다(Honi soit qui mal y
pense)”라는 글귀가 적혀있음.

영국 지도

영국 개관

가. 일반
국

명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영

토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로 구성

수

도

런던(London) ※ 인구 8,961,989 명 (2019, ONS)1 )

면

적

244,820 ㎢ (한반도 면적은 220,748 ㎢)

기

후

서안해양성 기후
- 평균기온 : 8월 15.3℃, 12월 3.8℃ / 연평균 강우량 : 1,330㎜

인

구

6,680만명
- 잉글랜드 5,630만명, 스코틀랜드 550만명, 웨일스 320만명, 북아일랜드 120만명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19)

종

교

기독교(59.5%), 이슬람교(4.4%), 힌두교(1.3%), 종교 없음(25.7%),
기타 종교(2%), 무응답(7.2%)
(2011 인구센서스)2 )
※ 영국은 10년마다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며, 2021.3.21. 실시한 신규 인구센서스 결과는
2022 여름 공개 예정

인종 구성

백인(87.17%), 흑인(3%), 인도계(2.3%), 파키스탄계(1.86%), 혼혈(1.98%),
기타(3.7%)
(2011 인구센서스)3 )

언

어

영어

교

육

학제 : 초등(6년), 중등(5년), 후기중등(2년), 대학(대체로 3년)
- 의무교육은 초등 및 중등 교육을 포함한 11년

우리나라와의 시차

한국이 9시간 빠름 (서머타임 적용 시 8시간 빠름)

1)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population
estimates/bulletins/annualmidyearpopulationestimates/mid2019estimates
2)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culturalidentity/religion/articles/fu
llstorywhatdoesthecensustellusaboutreligionin2011/2013-05-16#tab-conclusions
3)	https://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60105160709/http://www.ons.gov.uk/ons/rel
/census/2011-census/key-statistics-and-quick-statistics-for-local-authorities-in-the-unitedkingdom---part-1/rft-ks201uk.xls

- 영국의 지형은 가파르지 않으면서 고지로 된 ‘고지 영국’과 완만한 기복을 그리는
‘저지 영국’으로 대별
지

형

- 중남부 잉글랜드는 주로 평원이고, 남서부 웨일스와 북부 스코틀랜드는 산지가
많으며, 북아일랜드는 구릉과 호수가 많음
- 다만, 영국에서 산지라 함은 캠브리아 산맥(최고봉 스노든산 1,085m)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준평원화한 구릉성 산지

나. 정치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엘리자베스 2세 여왕(Her Majesty Queen Elizabeth Ⅱ)

내

각

- 총리 :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 재무장관 : 리쉬 수낙(Rishi Sunak)
- 외교장관 : 도미닉 랍(Dominic Raab)

회

양원제 (2021.5월 현재)
- 상원의원 : 794명 (상원의장 : Lord McFall)
- 하원의원 : 임기 5년, 650명 (하원의장 : Sir Lindsay Hoyle MP)
* 선거제도 : 소선거구제

의

주요 정당

- 보수당(Conservative Party)
- 노동당(Labour Party)
- 민주연합당(Democratic Unionist Party)
-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 스코틀랜드 국민당(Scottish National Party)
- 무소속(Independent)
- 신 페인(Sinn Fein)
-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

국 경 일

- 신년 (New Years Day): 1월 1일
- 성 금요일 (Good Friday): 부활절 이틀 전 금요일
- 부활절 월요일 (Easter Monday): 부활절 다음날인 월요일
- 노동절 (Early May Bank Holiday): 5월 첫 번째 월요일
- 춘계휴일 (Spring Bank Holiday): 5월 마지막 월요일
- 하계휴일 (Summer Bank Holiday): 8월 마지막 월요일
- 성탄절 (Chirstmas Date): 12월 25일
- 박싱데이 (Boxing Day): 12월 26일

다. 경제
국내총생산(GDP)

2.83조불(2019, GDP 성장률 1.26%, IMF)4 )

1인당 국내총생산

4.23만불 (2019, WB)5 )

외환보유고

1814.51 억불 (2021.1월, 영 재무부)6 )

물가상승률

1.4%(2021.1월, ONS)7 )

실 업 률

5.1%(2020.4분기, ONS)8 )

주요 산업

금융, IT, 건설업, 석유 및 가스

교역 현황

수출 5,720억 파운드 (2020)
수입 5,810억 파운드 (2020) 9 )

화폐 단위

￡(Pound Sterling)

환

변동환율제, ￡1≒＄1.4 USD (2021.5.12. 기준)10 )

율

도 량 제

미터법(Metric System)으로의 대체를 시도 중이나, 아직 Yard, Pound,
Mile System이 보편적으로 통용

4)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1.3.22 확인)

5)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PP.CD?locations=GB, (’21.3.30 확인)

6)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
data/file/957894/Statistical_Release_UK_official_holdings_of_international_-_January_2021.pdf
7)	https://www.ons.gov.uk/economy/inflationandpriceindices/bulletins/consumerpriceinflation
/january2021#:~:text=Download%20this%20chart&text=Image%20.csv%20.xls-,The%20
Consumer%20Prices%20Index%20including%20owner%20occupiers'%20housing%20costs%20
(CPIH,from%200.6%25%20to%20December%202020.
8)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mploymentand
employeetypes/bulletins/employmentintheuk/february2021#:~:text=The%20UK%20employment%20
rate%20was,higher%20than%20the%20previous%20quarter.
9)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2815/#:~:text=In%202020%2C%
20the%20UK's%20exports,52%25%20of%20imports%20in%202019.&text=Exports%20fell%20
by%202.9%25%20over,both%20figures%20in%20cash%20terms).

10) Bank of England, http://www.bankofengland.co.uk/boeapps/iadb/Rates.asp (21.5.14 확인)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 수립

교역 현황11 )
(2020)
투자 현황12 )
(2020 신고액 기준)

교민 현황

- 한·영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 1883.11.26
- 한·영 재수교 : 1949.1.18
총규모 : 88억 3,700만 달러
- 한국의 수출 : 44억 6,700만 달러
- 한국의 수입 : 43억 7,000만 달러
총규모 : 24.7억 달러
- 한국의 투자 유치 : 7.3억 달러
- 한국의 투자 진출 : 17.4억 달러 (2020)
40,770명 (2018기준, 발표는 2019)13 )
- 시민권자 : 10,316명
- 영주권자 : 10,812명
- 체류자 중 일반 체류자 : 8,364명
- 체류자 중 유학생 : 11,278명
- 주영 대한민국 대사관 개설 : 1957.6월
- 주한 영국 대사관 개설 : 1957.6월

공관현황

※ 1957.6월 양국간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합의

- 주한 영국 총영사관 개설/재개설 : 1884/1946
- 주한 영국 공사관 개설/재개설 : 1900/1949
- 주영 대한민국 공사관 개설 : 1901

마. 북한과의 관계
외교관계 수립
대사관 개설

수교 : 2000.12.12
- 주북한 영국대사관 개설 : 2001.7.31
- 주영국 북한대사관 개설 : 2003.4.30

교역 현황

- 대북 수입 : 700만 파운드 (2019.4분기~2020.3분기)
- 대북 수출 : 500만 파운드 (2019.4분기~2020.3분기)

지원 현황

3만 파운드 (2019.3~2020.3 기준, 영국 외교부)

11) 한국무역협회
12)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13) 외교부 “2019 재외동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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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약사

1. 로마의 지배 및 잉글랜드의 통일(BC 5∼AD 8세기)
2. 노르만 정복(1066∼1485)
3. 튜더 왕조 및 웨일스의 통합(1485∼1603)
4. 스튜어트 왕조와 스코틀랜드의 통합(1603∼1714)
5. 하노버 왕조(1714∼1917)
6. 윈저 왕조(1917∼현재)
7. 아일랜드 지배 및 독립
8. 북아일랜드
9. 영국의 식민지 정복사
10. 제2차 대전 이후의 양당정치

1 로마의 지배 및 잉글랜드의 통일(BC 5세기∼8세기)
역사가들은 BC 6세기경 북부 유럽에서 건너온 켈트(Celt)족의 침입을 잉글랜드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음. 당시 켈트족은 유럽 대륙의 거의 모든 지역에 정착하며 목축을 하였고,
큰 몸집에 흰 피부와 금발, 파란눈을 가진 민족으로 기록하고 있음. 이들은 그림이나 문자를
몸에 새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리스의 지리학자 ‘피테아스(Pytheas)’는 잉글랜드의
켈트족을 보고 ‘몸에다 그림을 그린 사람’ 이라는 뜻으로 “프레타니카이(Pretanikai)”라고
칭했으며 이는 훗날 로마인들이 ‘브리타니아(Bretania)’로 불렀고 오늘날 영국을 일컫는
브리튼(Britain)의 유래가 되었음.
BC 55년 로마의 카이사르(Julius Caesar) 장군이 당시 여러 부족으로 구성된 국가였던
켈트족을 정복하면서 영국은 로마제국의 일부가 되어 410년경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음.
로마군은 템스 강(River Thames)에 ‘론디니움(Londinium)’ 이라는 항구를 만들어 군수
물자 등 물류의 요새로 활용하였고 이는 영국의 수도 ‘런던(London)’의 기원이 되었음.
410년경 로마 군대는 북방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본국이 위협을 받자 잉글랜드에서 철수
하였고, 혼란을 틈타 449년 앵글로색슨족이 침입하여 켈트족을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의 변방 혹은 산악지방으로 몰아냄.
앵글로색슨족은 660년경 웨식스(Wessex), 에식스(Essex), 노섬브리아, 켄트 등 7개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828년 웨식스왕 액버트(Egbert)가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 통일왕국을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수립하였음.
8세기말 북구 쪽의 바이킹족이 영국을 침입, 요크(York)를 수도로 삼고, 잉글랜드 동북부
지역을 점령함.
783년~793년경 대규모로 시작된 덴마크 바이킹(데인족)의 침략은 분열되어 있던
잉글랜드의 여러 부족을 단결하게 하였고, 웨식스 왕국의 액버트의 손자 알프레드 대왕
(Alfred the Great, 849~899)은 덴마크를 격파하고 평화조약을 맺음으로써 사실상 통일된
잉글랜드 왕국을 건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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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르만 정복(1066∼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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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년 덴마크의 크누트(Cnut the Great, 재위 1018~1035)는 노르웨이와의 전쟁이 끝나자
잉글랜드를 재침입하였고 스코틀랜드까지 화평조약을 맺어 1030년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수립함.  
1035년 크누트가 죽자 스칸디나비아 제국은 무너지고, 1066년 프랑스 노르망디 공국
(바이킹 국가)의 ‘정복왕’ 윌리엄 대공(William the Conqueror, 1028~1087)이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잉글랜드 왕 윌리엄 1세로 즉위하고 노르만 왕조가 수립됨.
–윌리엄
–
1세의 노르만족은 잉글랜드에 처음으로 강력한 행정·군사적 체제를 갖추고
1282년에는 에드워드 1세가 웨일스에까지 왕권을 확대함.
–이로
–
인해 첫 번째 로마의 카이사르와 두 번째 (프랑스)노르만족 윌리엄 1세를 통한
두 번의 라틴문명 전파로 영국의 정치, 문화, 풍습 등에 많은 라틴 문명의 영향을 받게 됨.
1215년 존 왕(John, 1166~1216)은 영국 헌법체계의 효시가 된 대헌장(마그나 카르타,
Magna Carta)에 서명하였고, 1265년에는 의회민주주의의 효시가 된 영국 하원이 탄생함.
1338년 에드워드 2세의 프랑스 왕위 요구로 발발한 영·불 백년전쟁(1338∼1453)에서
영국이 패배하여 프랑스 내 영토를 상실하였고,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1461년 에드워드
4세의 즉위로 요크(York) 왕조가 시작됨.
프랑스와의 백년전쟁에서 패배한 후 영국 사회의 불안정이 가속화되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왕의 혈통문제를 둘러싸고 귀족들이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 중심으로 갈라져
30년 동안 이른바 장미전쟁(1450∼85)이 일어남. 장미전쟁으로 인하여 귀족 계급은 그
수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사계급인 젠트리, 자유인인 요먼(Yeoman), 상인 등
새로운 계급이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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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튜더 왕조 및 웨일스의 통합(1485∼1603)
장미전쟁에서 랭카스터가의 지도자인 튜더(Tudor)가의 헨리 7세가 승리함으로써 튜더
왕조가 시작됨. 1534년 헨리 8세가 수장령(Act of Supremacy)을 발표하여 로마교황청
에서 독립된 국교회(Church of England)를 창립하면서 영국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함.
1559년 헨리 8세와 두 번째 왕비 앤(Anne)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해군력 강화를 통해 식민지를 확충하고 대외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감.
1485년 튜더 왕조를 연 헨리 7세가 웨일스 출신이었기 때문에 웨일스는 1485년 이후
잉글랜드와의 통합을 크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며, 1535년 Act of Union에 따라
정치적으로 잉글랜드에 완전히 통합됨.  

4 스튜어트 왕조와 스코틀랜드의 통합(1603∼1714)
1603년 엘리자베스 1세가 후손 없이 죽자, 인척간인 제임스 스튜어트(제임스 6세)
스코틀랜드 왕이 잉글랜드 왕(제임스 1세)에 즉위함으로써 영국 왕실에 통합됨. 이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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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웨일스 및 스코틀랜드를 합쳐서 Great Britain으로 부르게 되었음. 그러나 양국
의회는 1707년에 이르러서야 통합되었으며 스코틀랜드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독자적인
법률체제와 교회를 유지해 오고 있음.
제임스 1세의 사망과 함께 1625년 찰스 1세가 왕이 되고 국가재정 및 종교 문제로 의회와
대립하면서 결국 의회파에 의해 처형당하게 됨. 찰스 1세 통치기간 동안 의회의 권력이
강화되었는데, 일례로 1628년 의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을
받아냈으며 권리청원은 13세기의 대헌장, 17세기 후반의 권리장전과 더불어 영국 헌정사상
3대 주요 문서가 됨.
찰스 1세와의 대립에서 의회파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낸 올리버 크롬웰은 1653～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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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세 나라를 통치하는 호국경(Lord Protector)에
취임함.
크롬웰 이후 찰스 1세의 장남 찰스 2세(1660∼85), 차남 제임스 2세(1685∼89)가 왕권에

약사

복귀하였으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신교도 의회의원들이 카톨릭 신자인 왕을 몰아내고
네덜란드 신교계 지도자인 윌리엄 오렌지공과 제임스 2세의 장녀 메리(Mary II)에게 영국의
왕위를 맡김. 이로서 의회가 왕을 옹립하는 무혈 명예혁명이 성공하고, 1689년 의회는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권리장전(Bill of Right)을 제정, 통과시킴. 권리장전은 왕의 권한
제한과 더불어 의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의회 우월주의의 기초를 마련하는 초석이 됨.
1702년 제임스 2세의 차녀 앤이 여왕으로 즉위(1702∼14)하여 스코틀랜드를 잉글랜드에
완전히 통합시킴.

5 하노버 왕조(1714∼1917)
1714년 앤 여왕 사망 후 제임스 1세의 증손자이며 독일의 신교계 왕자인 하노버가의
조지 1세(George I of Hanover)에게 왕위가 부여됨. 이후 123년 동안 영국과 하노버의
군주를 겸하는 시대가 시작됨. 그러나 독일인인 조지 1세는 대부분을 독일에서 보내고
일단의 하원의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함.
그 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여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시대인 빅토리아
시대(1837∼1901)가 개막됨. 인도 및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큰 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상의 여러 곳에 식민지와 보호령을 가지게 됨.
영국과 하노버의 군주를 겸하던 하노버가는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면서 독일이 여성의
왕위상속을 불인정함에 따라 독일 하노버가와의 연합관계가 해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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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윈저 왕조(1917∼현재)
1901년 빅토리아 여왕 사망 후 즉위한 에드워드 7세는 부친인 알버트공의 출신지명을
따라 왕조 이름을 삭스-코버그-고타(Saxe-Coburg-Gotha)로 개칭함.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당시 국왕 조지 5세(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부)는 국민
감정을 고려하여 적국인 독일식의 명칭 대신 왕실의 별궁 소재지 이름을 따서 윈저 왕조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름.

7 아일랜드 지배 및 독립
아일랜드는 1169년 잉글랜드 왕 헨리 2세에 의해 정복된 바 있으나 지리적, 종교적
이유로 잉글랜드의 직접통치가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하여 반란이 빈번했으며, 1607년
북부 얼스터 지방 중심의 반란이 종결된 후 스코틀랜드 및 잉글랜드에서 대규모 이주가
시작됨.
1801년 Great Britain과 아일랜드 두 의회의 통합으로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가 탄생함.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916년 아일랜드 독립운동(Nationalist Uprising)이 진압된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Irish Republican Army(IRA)로 알려진 게릴라군이 결성되어 독립투쟁을 개시함.
1921년 북부 얼스터 지방의 6개주만 영국의회(British Parliament)의 최고권위 하에서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영국의 일원으로 남고, 나머지 3개주 및 남부
아일랜드가 독립하여 아일랜드 자유국(Irish Free State)을 구성하였으며, 1949년 아일랜드
공화국을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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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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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는 영국을 구성하는 4개의 구성국 중 하나로, 아일랜드 섬 북동부에 위치하며,
독립국인 아일랜드와 구분하는 공식 용어임.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얼스터’라고 불리던
지역의 일부만 해당하지만, 영국에서는 북아일랜드를 ‘얼스터’라고 지칭하기도 함. 최대
도시이자 수도는 항구 도시인 벨파스트임.
얼스터 인구의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라는 점을 감안한 영국의 아일랜드 정부법으로
1920년에 아일랜드가 독립하고, 1921년 북부 얼스터 지방 6개주만 독자적 의회 구성 조건
으로 영국에 잔류하게 되었음. 이로써 1928년 이후 영국 국호는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1921년 독자적인 의회 구성 이후 영국과의 통합을 지지하는 다수파인 신교 통합주의자들이
북아일랜드 의회 및 정부를 장악하여 왔으나,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지지하는 소수파인
가톨릭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의 차별대우에 불만을 표명
하면서 1960년대 후반 이후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함.
양 종파간 분쟁이 유혈사태를 빚음에 따라 1969년에는 군부가 평화유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1970년 가톨릭 극단세력이 이에 대항하여 Official IRA에서 분리,
Provisional Irish Republican Army라는 무장단체를 조직하여 무력에 의한 북아일랜드
독립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
1972년에 이르자 영국 정부는 사태수습을 위해 영국 의회와 정부가 직접 법질서 유지
책임을 맡기로 결정하고 북아일랜드 의회 및 정부를 해산함으로써 영국 정부에 의한
북아일랜드 직접통치가 시작됨.
1998년 4월 10일 벨파스트에서 영국의 토니 블레어(Blair) 총리 및 아일랜드의 버티 아헌
(Bertie Ahern) 총리의 중재로 신·구교계 제정파대표간 북아일랜드 평화협상이 타결됨
으로써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주장해 온 구교 민족주의파와 영국 잔류를 고수해 온 신교
통합주의파간에 1969년 이래 계속되어온 유혈분쟁을 종결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되
었으며, 2005년 9월 IRA가 무장해제를 하고, 2007년 5월 강경 통합파 정당인 민주연합당
(Democratic Unionist Party)과 신페인(Sinn Fein)당의 공동정권이 출범함으로써 3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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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역사를 경험한 북아일랜드는 새로운 평화의 길로 접어듦.
그러나 2020년 12월 영국이 EU와 EU탈퇴 후속협상에서 EU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의
일원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설치가 아닌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 섬 사이의 아일랜드
해에 교역용 국경을 세우는 내용의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합의하자 통합주의파의
한 분파인 얼스터 충성파(Ulster Loyalist)들의 북아일랜드 의회 내 그룹인 The Loyalist
Communities Council이 해양국경을 철폐할 때까지 벨파스트 평화 협정(Good Friday
협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함.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경찰은
대부분의 단체 모임 행사를 금지·단속해왔는데 같은 해 6월에 진행된 IRA 전 지도자인
바비 스토리(Bobby Storey)의 장례식에 참석한 신페인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2021년 3월에 결정하자 통합주의파들이 분노하여 2021년 3월 30일부터
경찰에 항의하는 폭력시위를 벌였음. 구교 민족주의파도 이에 대한 맞대응 시위를 벌이
면서 양 진영 간 충돌까지 벌어지자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와 미홀 마틴
(Michea′l Martin) 아일랜드 총리는 공동으로 폭력 불용 및 벨파스트 평화협정 준수 의지를
표명했으며, 아일랜드계인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까지 나서서 폭력사태에
대한 우려 및 북아일랜드 안정을 촉구함. 이 사태의 결과 EU는 영국이 북아일랜드 반입
식품에 대한 통관 검사 유예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한 데 대응해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던 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진정국면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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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국의 식민지 정복사
영국은 1600년대 초 인도 식민지 확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식민지 정복활동에
나섰음. 특히 20여년에 걸친 프랑스 혁명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을 종결지은 1815년 비엔나
체제를 주도하며 세계 식민지 건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영국은 유럽에서의 주도적 지위 확보를 바탕으로 18세기 후반부터는 식민지정복 과정에서
각축을 벌였던 프랑스를 물리치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북미 등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 해당되는 지역을 지배하는 대영제국을 건설함.
한편, 영국의 식민지들은 1900년대 초부터 자치령 형식으로 독립하기 시작했으며, 1,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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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거치는 동안 15개의 해외영토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들이 독립함.

약사

10 제2차 대전 이후의 양당정치
1945년 7월 총선거에서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에 대승한 노동당의 애틀리(Attlee) 내각은
주요산업의 국유화,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복지정책을 채택했으나, 지나친 내핍생활 요구로
인한 국민 불만 및 당 내분으로 1951년 선거에서 보수당에게 패배함. 1951년 이후 계속
집권한 보수당은 1964년 10월 선거에서 패배하여 노동당의 윌슨(Wilson) 내각이 구성됨.
그 후 경제사정의 악화로 1970년 6월 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함으로써 히스(Heath)
내각이 집권하였으나,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을 계기로 엄습한 석유파동과 에너지
위기 및 파업 등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조기 실시된 1974년 2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패배함으로써 노동당이 다시 집권함.
1974년 2월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임금인상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의 실패와 1979년
3월 실시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지방 자치 허용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표출된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1979년 5월 3일 총선에서 대처(Thatcher)가 이끄는 보수당에 패배함. 1983년
4월 포클랜드 전쟁 승리 직후인 1983년 6월 9일 실시된 선거에서 대처 정부는 과반수를
72석이나 상회하는 압승을 거두어 2기 연속 집권에 성공함.
보수당 경제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 1987년 3월 영·소 정상회담을 통한 대처 총리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노동당의 비핵 방위정책 추구로 인한 지지도 하락에 힘입어 보수당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자 보수당은 총선을 예정보다 1년 앞당긴 1987년 6월 11일에 실시,
19세기 초 이후 160년 만에 처음으로 3기 연속 집권에 성공함.
총선에서 안정적 의석수를 확보한 보수당은 소위 대처리즘(Thatcherism)에 입각, 경제·
교육·의료 등 제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나감. 그러나 대처 총리의 주민세(Poll
Tax) 도입 추진에 대한 여론 악화와 강경한 반EC 정책이 유발한 당내 갈등심화 등으로
결국 1990년 11월 대처 총리가 사임하고 보수당 경선을 통해 존 메이저(John Major)
재무장관이 후임 총리에 취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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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총리는 대EC 정책, 주민세, 사회보장문제 등에 있어 대처 총리보다 유연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당내 불화를 극복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었으며,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회의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고 1992년 1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중 소련 지원
문제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등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성공하여 1992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보수당은 역사적인 4기 연속 집권의 기록을 세움.
그러나 보수당 장기 집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 유럽통합 문제를 둘러싼 보수당의 내분
등으로 1997년 5월 1일 실시된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 당수가 이끄는 노동당이 압승함
으로써 18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 블레어 총리는 재임 초기에 달성한 정치·행정
개혁, 안정적 경제성장 등 업적을 바탕으로 임기보다 1년여를 앞당겨 2001년 6월 총선을
실시하여 또다시 압승함으로써 노동당 역사상 최초로 2기 연속 집권을 달성함.
영국의 이라크 참전 정당성에 대한 논란, 국가보건서비스(NHS) 및 대학등록금제도 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당내 좌파 평의원들의 강한 반발 표면화, 지방선거, EU의회 선거
및 하원 보궐선거에서의 패배 등으로 블레어 총리의 리더십이 약화되었으나, 2005년
5월 총선에서 보수당에 간신히 승리하여 3기 연속 집권을 달성함. 그러나 이라크 참전을
주도한 책임 차원에서 사임하라는 당내외 압력이 가중되고, 2006년 선거자금 기부자들을
상원의원으로 임명한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블레어 총리는 결국 2007년 6월 총리직을
브라운(Gordon Brown) 재무장관에게 물려줌.
브라운 총리의 취임은 노동당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미지로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총리 취임 후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당내 리더십 약화와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에서의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잇따른 참패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더욱이 2008년 가을 발생한 영국 모기지 대부
업체 노던락(Northern Rock) 사태에서 시작된 금융·경제위기로 경제상황이 60년 이래
최악에 이르면서 노동당 정부의 입지가 매우 어려워짐.
2010년 5월 6일 영국 649개 선거구(총의석은 650석이나 1개 선거구는 후보자 사망으로
인해 추후 별도 실시)에서 실시된 총선 개표 결과, 보수당이 306석을 차지, 제1당으로
부상하였으나,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대 다수의석(326석) 확보에는 실패함
으로써 1974년 이후 36년 만에 어느 당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Hung
Parliament)이 됨.
2010년 5월 11일 보수-자민당간 연정협상 타결로 노동당 13년 집권이 종료되고, 카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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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Cameron) 보수당 당수가 총리로, 클레그(Nick Clegg) 자민당 당수가 부총리로
취임함. 카메론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제1당) 및 자민당(제3당) 연립정부가 2015년까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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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총선에서 카메론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 650석중 과반수를 상회하는 330석을
획득, 카메론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단독 재집권에 성공함. 그러나 2016년 6월 영국의
EU 탈퇴(Brexit) 국민투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다수의 국민이 EU 탈퇴를 지지하게 되자
카메론 총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으며 보수당내 합의로 테레사 메이
(Theresa May) 내무부장관이 2016년 9월 신임 총리로 취임함.
메이 총리는 2017년 초 보수당의 지지율이 제1 야당 노동당을 의회에서 20% 이상 앞지
르는 여론 조사 결과에 기반, 의회에서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하여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브렉시트 협상에 임하겠다는 목표로 2017년 6월 조기총선을 실시하였으나, 선거
결과 과반수 의석 확보에도 실패함. 이에 따라 보수당은 북아일랜드 지역정당인 민주통합당
(Democratic Unionist Party, DUP)과의 합의(내각불신임안, 예산법안 등에 대한 DUP의
지지 확보)를 통해 정부를 운영하였으나, 당내에서 7명의 의원만 이탈해도 법안 통과가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을 겪게 됨.
메이 총리가 당초 시한이었던 2019년 3월 29일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하지 못함에 따라
당 내외로부터의 사퇴 압박이 심화되었으며, 2019년 5월 24일 메이 총리는 전격 사임을
발표함.
2019년 7월 보수당 당 대표 경선 결과,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전 외교장관(2016년
7월- 2018년 7월)이 제러미 헌트(Jeremy Hunt) 당시 외교장관(2018년 7월-2019년 7월)을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 대표에 선출되어 7월 24일부로 총리에 공식 취임함.
존슨 총리가 강경한 브렉시트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당 내외 노딜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취임 초기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7개 법안이 연이어 부결되는
사태를 맞음.
이 과정에서 보수당은 당론에 반대한 의원 21명을 제명시켰으며, 일부 의원은 자진 탈퇴
하여 여당인 보수당이 안정적 다수의석(working majority)을 상실하는 등 당시 의석
분포로는 어느 정당도 원하는 브렉시트 관련 중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여야의
포괄적 공감대 형성되어 조기총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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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8일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시한을 2020년 1월 31일로 재연장하는데 합의
하고, 다음날인 10월 29일 영국 하원에서는 조기총선 실시를 위한 단축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12월 12일 조기총선을 치루게 됨.
총선 결과 집권 보수당이 하원 총 650석 중 364석을 차지함으로써 원내 안정적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 단독 정부를 구성하여 2020년 1월 31일로 연장한 브렉시트 완수를 위한
동력을 확보함.
보수당 정부는 2019년 12월 19일 EU탈퇴협정 이행법률안(EU탈퇴법안)을 새로 구성된
의회에 다시 제출하였고 2020년 1월 9일-23일간 상하원간의 통과와 반송을 반복하는
핑퐁(ping-pong) 끝에 이 안을 가결하고 1월 23일 국왕의 재가를 받아  EU탈퇴법안은
공식 법률이 되었으며, 24일에는 EU의 협정 서명, 29일에는 의회의 비준, 31일에는 영국의
EU탈퇴 협정이 발효되었음.
2020년 3월 2일부터는 영국과 이후의 미래관계협상(후속협상)을 시작했는데 어업과
관련해 영국은 자국 수역 내 EU 어획량 쿼터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5% 삭감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양보 의사를 나타냈지만 EU는 6년에 걸쳐 25%가량 삭감을 주장
하면서 난항을 겪고 협상기한을 12월 13일에서 31일로 연장까지 한 결과 24일에 극적
타결, 영국의 EU탈퇴 절차는 완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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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정치

1. 국왕
2. 행정부
3. 의회
4. 사법부
5. 정당
6. 지방자치제도
7. 최근 정치정세

1 국왕
영국 왕실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세속제도(Secular Institution)로서 지난 1천여 년간 한차례
중단(1653～58년간의 크롬웰에 의한 공화정치)을 제외하고는 세습원칙에 따라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국왕은 국가의 원수(Head of State)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통합의
상징이 되고 있음.
1차와 2차 세계대전을 거쳐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한 이후에는 영연방의 수장(Head of
Commonwealth)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6개 영연방 국가의 국가원수이기도 함.
–영연방
–
수장 지위는 자동적으로 후임 국왕에게 이전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나,
영연방 회원국 정상들은 2018년 4월 런던에서 열린 영연방 정상회의에서 찰스 왕세자를
차기 영연방 수장으로 내정
국왕은 법적으로는 행정부의 수장(Head of Executive)이자 입법부의 불가분의 구성부분이고
사법부의 총수인 동시에 군 총사령관이며 영국 교회의 수장(Supreme Governor)임.
그러나 1215년의 대헌장(Magna Carta)이래 계속된 권한의 의회 이양으로 현재는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며, 실제의 통치행위는 왕의 이름하에 국왕(여왕) 폐하의 정부
(Her Majesty’s Government)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영국 국왕은 여전히 국정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국왕은 의회 다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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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를 총리로 임명하는 권한을 보유함. 이 외에도 의회 소집·정회·해산 및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승인, 정부고위관리·법관·군간부·총독·외교관 및 주교의 임명과 작위·훈장의
수여, 사면·감형, 선전포고 및 강화, 국가승인 및 조약체결, 영토통합 및 할양 행위에
있어서는 국왕의 재가가 필요함.
–이러한
–
권한(Royal Prerogative) 행사에 있어서 국왕은 내각의 권고를 따르게 됨.
현 영국 국왕 :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공식명칭
–
: Elizabeth the Second, by the Grace of God,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of Her Other Realms and Territories,
Queen, Head of the Commonwealth, Defender of the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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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
4월 21일

조지 6세(George Ⅵ)의 장녀로 런던에서 출생(공식 생일 축하
행사는 6월 실시)

–1947년
–
11월 20일

故필립 마운트배튼 (Philip Mountbatten) 에딘버러 공작과 결혼,

즉위

–1953년
–
6월 2일

대관식

–2012년
–
6월 2-5일

즉위 60주년(Diamond Jubilee) 기념행사

–2021년
–
4월 9일

부군 에딘버러공 별세

정치

–1952년
–
2월 6일

PART 2

3남 1녀를 둠.

※ 왕위계승서열14)
1. Prince of Wales (Charles 왕세자)
2. Duke of Cambridge (William 왕세손)
3. Prince George of Cambridge (William 왕세손 장남)
4. Princess Charlotte of Cambridge (William 왕세손 차녀)
5. Prince Louis of Cambridge (William 왕세손 삼남)
6. Duke of Sussex (Harry 왕세손)
7. Master Archie Mountbatten-Windsor (Harry 왕세손 장남)
8. Duke of York (Andrew 왕자)
9. Princess Beatrice of York (Andrew 왕자 장녀)
10. Princess Eugenie of York (Andrew 왕자 차녀)

※ Harry 왕세손(Harry 왕자)은 왕실 탈퇴 선언을 했지만 왕위 계승 서열에서 누군가를 제외하는 것은 왕위계승법
(the Succession to the crown Act)에 따라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2021년 3월 현재 기준 그의 왕위 계승
서열(6위)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2021.3.8. Independent 보도)15)

14) 왕실 공식 웹사이트 https://www.royal.uk/succession (검색일: 2021.4.6.)
15)	https://www.independent.co.uk/life-style/royal-family/is-harry-still-a-prince-b18142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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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부
1

추밀원(Privy Council)

국무에 관한 고문관들의 집합체로서 18세기까지는 국가 행정의 중심기관이었으나 추밀원내
위원회들이 각 정부 부처로 발전하여 대부분의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현재는 형식상
으로만 행정부의 최고기관으로 되어있음.
오늘날의 주요기능은 국왕의 대권행사에 따른 추밀원령을 인가하도록 국왕에게 권고하는
업무와 의회소집 및 해산 등 국왕의 포고권(국가적 결정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권한)
행사에 관해 국왕에게 자문하는 것임.
추밀원 위원(Privy Counsellor)은 총리 추천에 따라 영연방국가의 저명인사 중에서 국왕이
임명하며, 영국의 각료는 각료임명과 동시에 추밀원 위원으로 임명됨. 현재 추밀원
위원 수는 714명(2021.5월 현재)으로 추밀원 회의는 평균 한달에 한 번 개최되며 4명의
추밀원 위원들(해당 안건에 관련된 각 부처의 국무상들)이 참석함. 추밀원 총회는 국왕의
결혼발표 또는 사망이나 퇴위가 있을 경우에만 개최됨. 추밀원 행정사무는 추밀원 의장
(Lord President of the Privy Council)이 주관함.

2

총리(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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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에 따라 국왕이 하원 다수당 지도자를 총리로 임명함.
–여왕이
–
육·해·공군의 상징적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나, 총리는 헌법적 통솔권을 가지고
있음.
행정부 수반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이며, 총리의 권위는 하원 다수당의
당수라는 점 및 장관들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에서 나옴.
–총리는
–
하원에 의석을 갖는 것이 근대적 전통
–총리는
–
의회 해산 및 총선 실시 결정에 대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1년 9월
정기국회법(Fixed-term Parliament Act)이 제정되면서 총리가 임의로 의회를 해산할
수 없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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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법 주요 내용
정기국회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선을 5년마다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PART 2

① 조기 총선결의안이 하원에서 투표 없이 또는 하원의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합의된 경우
②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이후 14일 안에 하원의원 다수를 확보한 정부 구성이
실패하는 경우

정치

정기국회법의 통과로 인하여, 총리의 건의에 의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국왕의 권한이 제한되었으며,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정부가 새롭게 하원 과반을
구성할 수 있다면 총선은 실시하지 않음. 이 때 야당도 하원의원 절반 이상을 규합시 정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14일 안에 새로운 정부신임안 표결을 통하여 신규 정부구성이 확정됨.

총리는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국왕에게 보고하며, 각의(Cabinet Conference)를
주재하고, 각료들의 업무를 분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 일상 행정업무 외에도 하원 내
다수당의 지도자로서 하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음(Prime
Minister’s Question).  
–동
– 총리 질의응답은 회기동안 매주 수요일 30분씩 실시. 원래 주당 2회(화, 목) 각각
15분씩 하였으나, 블레어(Blair) 총리 당시 의회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 1회
수요일 30분으로 변경
총리는 영국교회의 주교 등 40여명의 성직자와 추밀원 위원, 장관 및 BBC사장 등 고위
공직자, 원내총무 그리고 대사 임명을 국왕에게 건의하며, 작위 및 훈장수여에 관해서도
국왕에게 건의하는 권한을 보유함.

3

내각(Cabinet)

(1) 구성 및 성격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함. 국왕 및 의회에 책임을
지며 의회의 신임을 상실하면 총사퇴함.
각료 정원 및 업무분장은 추밀원령으로 수시 조정되며, 현재는 총리 포함 27명임.
각료는 상임각료(full cabinet member: 발언권有, 의결권有)와 배석각료(att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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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발언권 有, 의결권 無)로 구분되며, 23인의 상임각료와 하원 원내대표,
원내총무, 검찰총장, 재무부 수석부장관의 4인이 배석각료임.
대부분 각료는 하원의원 중에서 임명되나 상원의원도 일부 있음.
–영국이
–
의원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하원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각료로 입각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직이라도 보유해야 하므로, 일반인은 입각함과 동시에 상원의원직
부여
정부부처를 맡고 있는 장관들은 Secretary of State로 표기하나 Chancellor of the
Exchequer(재무장관) 등 전통적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함.

(2) 권한 및 기능
내각은 정책의 최종결정, 정부의 최고 통솔 기능 및 정부부처간 업무조정 역할을
하나, 실제 많은 업무는 총리, 부총리 또는 관련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는 내각위원회
(Cabinet Committee)에서 처리됨.
2021년 5월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 내각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
Security Council)
–코로나19
–
전략 위원회(Covid-19 Strategy)
–국내
–
및 경제전략 위원회(Domestic and Economic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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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행동전략
–
위원회(Climate Action Strategy)
–범죄
–
및 사법정의 작업반(Crime and Justice Task Force)

(3) 국무상, 정무차관
많은 부처에서 장관(Secretary of State) 밑에 세부업무 분장을 위하여 보통 2∼4인의
국무상(Minister of State) 또는 정무차관(Parliamentary Under-Secretary)을 두고
있음.
–Minister
–
of State와 Parliamentary Under-Secretary는 동급이나 Minister가 서열상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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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회
기능

PART 2

1

의회는 의회주권주의(Parliamentary Sovereignty)라는 영국의 헌법적 전통에 따라 최고의

정치

법적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고 입법권을 행사하며 정부의 활동을
감독함.
의회는 국왕(Monarch), 상원(House of Lords) 및 하원(House of Commons)으로 구성
되며, 법률(Act of Parliament)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형식상 3자의 합의가 필요함.
의회의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성문헌법의 부재로 사법부는 위헌 법률
심사를 하지 않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삼권분립 보다는 의회-정부가 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 대법원(Supreme Court)은 2009년에 비로소 상원에서 분리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음.
성문헌법이 없이 법률, 국제조약, 관례, 해석 등을 통해 기본권・통치구조 등 헌법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론상 의회는 어떠한 종류의 입법도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 확립된 양당제 정당정치를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며, 판례에
의해 축적된 보통법(Common Law)과 국제조약, 관례 및 전통을 존중함.
정부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독,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주요 사안에 대한 토론, 조세와 정부
지출에 대한 검토와 승인 기능을 수행하며, 2010년 제정된 헌법 개혁 및 통치법에 의해
조약을 비준함.

2

회기(Session)

회기는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보통 당해 봄부터 다음해 봄까지 1년 단위로 나누어지며
총선 후 정부와 의회가 구성된 후 회기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the State Opening of
Parliament)을 기점으로 시작됨.
매 회기 중 개회기간은 평균 150일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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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회기 중 약 7～8번의 휴회(recess)를 가짐.
* 크리스마스 휴회

: 약 2～3주

* 회기 중반 휴회

: 약 1주 (2월, 5월, 11월)

* 부활절 휴회

: 약 2～3주

* 성령강림절 휴회

: 약 1주

* 여름 휴회

: 약 6주

* 전당 대회 휴회

: 약 2~4주

2019-21년도 하원 회기 휴회일정16)
▶ 크리스마스 (2019.12.20 ~ 2020.1.7.)

▶ 회기중반 (2020.2.13. ~ 2020.2.24.)  

▶ 부활절 (2020.3.25 ~ 2020.4.21.)  

▶ 회기중반 (2020.5.6. ~ 2020.5.11.)  

▶ 성령강림절 (2020.5.20. ~ 2020.6.2.)  

▶ 여름 (2020.7.22. ~ 2020.9.1.)  

▶ 회기중반 (2020.10.23. ~ 2020.11.2.)

▶ 크리스마스 (2020.12.17. ~ 2021.1.11.)  

▶ 회기중반 (2021.2.11. ~ 2021.2.22.)

▶ 부활절 (2021.3.25. ~ 2021.4.13)

※ 2019-21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휴회 기간이 길어진데다, 전당대회가 취소되면서 전당대회 휴회가 포함
되지 않음.

국왕은 매 회기를 시작하는 개원식(the State Opening of Parliament)을 위해 의회에서
정부의 당 회기년도의 정책 개요 및 입법 예정 사항을 설명하는 국정연설(Queen’s
Speech)을 행함.
각 회기는 정회(Prorogation)로 끝나며 정회 직전 지난 1년간 의회의 업무를 요약하는
여왕의 연설(대독)이 있음.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연설문은
–
여왕 명의로 되어 있으나, 모든 연설문의 내용은 정부에서 만들며, 내각의
인가를 받음.
–개회
–
시 모든 의원들이 상원에 모여 연설을 먼저 듣고, 하원의장이 하원에서 연설내용을
대독.
회기 중 휴회를 할 경우 미결된 안건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회로 회기가
종료될 경우 미결된 모든 법안은 폐기되며, 이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여야 함.
–예외로
–
공법안은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다음 회기로 이월할 수 있음(carry-over bill).
16) https://www.parliament.uk/about/faqs/house-of-commons-faqs/business-faq-page/recess-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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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원(House of Commons)

(1) 구성
PART 2

직접선거에 의해 650개(2001년 선거 시 659개 지역구였으나, 스코틀랜드 지역구
변경으로 2005년 선거부터 축소) 지역 선거구에서 각 1인씩 선출되는 650명의 의원

정치

으로 구성됨.
–England
–
: 519명, Scotland : 73명, Wales : 40명, Northern Ireland: 18명 선출
< 총선 결과 및 정당별 하원의석 수 >
2010.5월 총선

2015.5월 총선

2017.6월 총선

2019.12 총선

보수당

306석(47.1%)

330석(50.8%)

317석(48.8%)

365석(56.1%)

노동당

258석(39.7%)

232석(35.7%)

262석(40.3%)

202석(31.1%)

스코틀랜드 독립당

6석(0 .9%)

56석(8.6%)

35석(5.4%)

47석(7.3%)

자민당

57석(8.7%)

8석(1.2%)

12석(1.8%)

11석(1.7%)

기 타

23석(3.5%)

24석(3.7%)

24석(3.7%)

25석(3.8%)*

총 650석

총 650석

총 650석

총 650석

* 하원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으므로 기타에 포함

(2) 임기(Term)
2011년 도입된 의회고정임기법(Fixed Term Parliament Act)으로 의회 임기는 5년으
로 정해져 있음. 그 이전까지는 총리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어느 때나 총선 실시를
결정할 수 있어 그간 보통 임기 만료 1, 2년 또는 수개월 전에 총선이 실시되었음. 예외
적으로 1,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자체 입법으로 총선 없이 임기가 연장된 경우도 있었음.
현재 하원 해산 및 조기총선은 의회의 2/3의 동의를 얻거나,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된
후 14일 내 의회의 재신임을 얻지 못하는 경우 시행됨.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절대다수당이 없는 여소야대 상황(hung parliament)
타개를 위한 여야간 합의로 조기총선이 2년 간격으로 시행(2017, 2019년)되어 의회
고정임기법이 무의미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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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 및 기능
가. 입법 및 국정조사권
1911년 의회법에 따라 입법기능상 상원에 대한 하원의 우위가 확립되었으며, 법안(Bill)
심의는 3독회를 거침.
입법권한 외에 국정전반에 걸쳐 총리를 포함한 정부각료(ministers) 들에게 질문하고,
토의하는 기능을 가짐.
법안은 보통 정부에 소속된 각료들이 의회에 제출하나, 일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도 있음(private members’ bill).

나. 법안 심사과정 : 3독회제
법안(Bill)이 법률(Act of Parliament; Law)로 확정되는 과정은 상하양원에서 각각
3독회(1독회 → 2독회 → 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3독회의 총 5단계)를 거침.
–법안이
–
하원에서 발의되었을 경우 “하원 독회 → 상원 독회”의 순서로, 상원에서
발의되었을 경우 “상원 독회 → 하원 독회”의 순서로 진행

하원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을 경우 법안 통과(Passage of a Bill) 절차
1 1독회(First Reading)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법안이 하원에 상정되는 것을 제1독회(讀會)라고 함.
- 법안의 간략한 명칭이 언급되고 제2독회 날짜가 공지됨.
2 2독회(Second Reading)
- 법안의 목적과 전반적 원칙에 대한 토론(debate) 진행
- 1독회로부터 통상 2주 이내 실시
- 토론이 마무리되면 표결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이송 또는 법안폐기 여부를 결정
3 위원회 심사(Committee Stage)
- 대부분의 법안은 공법안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에서 법안 자구와 수정(또는 삭제)
여부에 대해 토론
- 일부 법안(재정 관련 법안 또는 중요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큰 법안)은 하원의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체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House)에서 토론
- 2독회로부터 통상 수주 이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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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Report)
- 위원회 심사를 거친 법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며, 전체회의에서 추가 수정 여부를 토의할
수 있음.
- 모든 의원은 법안에 대해 의견개진과 조문수정 제안이 가능
PART 2

5 3독회(Third Reading)

정치

- 법안에 대한 최종검토 단계로 제2독회와는 달리 의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안에 실제로 있는 것에 국한하여 토론됨.
- 이견이 많은 법안의 경우는 야당이 마지막 비판을 할 기회를 가지나 제3독회에서는 지난
심사과정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거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상원에서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함.
- 제3독회가 끝나고 의결이 되면 법안은 하원을 통과
6 상원 독회
- 하원과 유사한 3독회 절차를 거침.
7 수정 검토(Consideration of amendments)
-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상원이 수정했을 경우, 동 법안은 하원의 검토를 위해 하원으로
재이송됨(상원에서 발의, 통과된 법안을 하원에서 수정했을 경우에도 역시 상원으로 이송)
- 이는 상하 양원이 법안의 모든 자구에 대해 정확히 동의해야 한다는 취지
- 상·하원 간 법안 이송이 되풀이되면서(이른바 “ping pong”) 양원 간 합의에 실패하면
해당 법안은 원칙적으로 폐기되나 예외적으로 하원은 상원의 동의 없이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음
8 국왕의 동의(Royal Assent)
- 양원을 통과한 법안을 국왕이 의회법으로 확정에 동의하는 절차
- 국왕의 동의를 받은 법안은 양원에서 각각 상원의장, 하원의장에 의해 발표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또는 장관의 시행명령(commencement order)에 의해 발효
- 법의 이행은 의회가 아닌 소관 정부부처의 책임

【 법안 통과(Passage of a Bill)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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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요틴(Guillotines)과 심사일정(Programme) 제도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토론종결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심사일정 제도가 사용됨.
기요틴 제도 : 정부법안 심사 중 각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제도임. 최근에
는 각 단계의 논의과정을 자세히 정해 놓은 심사일정제도로 대체되었음.
–이는
–
과거 19세기 아일랜드 출신 의원들이 ‘Home Rule’ 이라는 법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의사진행을 방해한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하원 내외
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음.
심사일정 제도 : 1970년 의회 개혁위원회에서 기요틴 제도와 비공식 절차에 의한
의사일정 합의방식의 중간 형태인 심사일정제도를 도입함. 해당 법안의 제2독회 후
즉시 토론 없이 의결하되, 심사위원회 형태 및 심사기간 배정 등을 포함하여 수정이
가능하도록 함. (상원에는 동일한 제도 부재)

라. 위원회
의회 활동의 대부분은 10～5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Committee) 단위에서
이루어짐.
–위원회는
–
정부정책, 법안심사, 경제상황 점검 등 광범위한 사안을 다룸.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s)*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명칭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별위원회로 번역할 수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 해당함.
상임위원회로 번역할 수 있는 Standing Committee는 2006년 Public Bill Committee로 변경되었음.

–상・하원
–
모두에 설치
–하원의
–
상임위원회(Commons Select Committees)로는 △각 정부부처의 예산지출
·정책·행정을 심의하는 부처별 상임위원회(departmental committees),  △ 환경
감사・결산검토 등 부처 간 업무를 횡단하는 위원회(cross-cutting committees),  
△ 행정입법검토・인권・규제개혁 등 입법 관련 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s),  
△의회 행정・예산・절차 등 의회의 내부사항을 조사・검토하는 위원회(internal
committees)  등이 있음.
※	상임위원회는 대개 11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되고, 조사(inquiry)를 실시하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
정부는 상임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통상 6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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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
–
특별위원회(Lords Select Committees)는 하원처럼 각 부처별 담당 위원회
들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유럽관계, 과학기술, 통신, 헌법, 경제사안, 국제관계 등 6개
특정분야를 다루는 각각의 위원회가 있음.
PART 2

공공법안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s)
–법안
–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안심사에 따른 위원회의 결론 및 법안 수정

정치

여부를 하원에 보고함. 상원은 전원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담당
–기존의
–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가 2006년 공공법안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법안 심사 과정 중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상임위원회와 차이
–위원회
–
명칭은 법안의 이름을 따서 정해짐(예: 기후 관련 법안(Climate Bill)을 심사
하는 위원회는 ‘기후법안위원회(Climate Bill Committee)’라고 명명)
–16~50명의
–
의원들로 구성되며, 항상 다수당(여당) 의원들이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majority)을 구성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s)
–상·하원
–
합동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s)와 역할이 비슷함.
–인권,
–
상원개혁 문제 등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해 설치되며, 대개 설치 목적이 달성
되면 해체되나 특정현안(예: 인권)에 대해서는 상설 위원회로 활동  
지방위원회(Grand Committees)
–웨일스,
–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각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다루는 위원
회로 각각 웨일스 지방위원회(Welsh Grand Committee), 스코틀랜드 지방위원회
(Scottish Grand Committee), 북아일랜드 지방위원회(Northern Ireland Grand
Committee)가 있음.  

(4) 하원의장(Speaker)
1377년 이래 계속되어 오고 있는 직책으로서, 국왕·상원·여타 기관들에 대하여 하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토론(Commons debates)중 의원들의 발언을 허용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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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의
–
일원이 아니며, 표결에도 참가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투표
(Casting Vote)권을 가짐. 그러나 결정투표권은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전통이 있음.
과거에는 여당이 야당과의 협의 하에 후보를 내세워 하원에서 선출하였으나, 2001년
규정을 변경하여 하원의원들이 무기명투표를 통해 과반수 득표자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도록 함.
–과반수
–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소득표자 및 5% 미만 득표자를 제외하고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계속
일단 의장에 선출되면 차기 회의에서도 계속 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은퇴(또는 사망)할 때까지 평생 의장직을 맡게 됨.
–하원의장은
–
정치적으로 불편부당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면
소속 정당에서 탈퇴해야 함.
–그러나
–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안들은 여느 의원처럼 다룰 수 있음.
–총선이
–
있을 경우 전통에 따라 정당들은(이전의 소속 정당 포함) 하원의장 출신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으며 하원의장은 선거운동 대신 ‘재선을 원한다는 입장
(Speaker seeking re-election)’을 유지하면 됨.
2019년 11월 노동당 출신 Sir Lindsay Hoyle의원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됨.

(5) 하원 선거구 개편 논의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영국 정부는 2018년 9월 현행 650명의 하원의원 선거구를 600명으로 감축하고, 법률
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일부 도서지역 선거구를 제외한 각 지역구의 면적을 13,000㎡
이하, 유권자의 수를 71,031명~78,507명(평균 74,769명)의 범위에 들도록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안하였음.
하원 선거구 수 감축 논의는 절대・상대 규모면에서 여타 서방 선진국에 비해 큰 의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영국 의회에 대하여  2010년 총선 당시 의회 규모 축소, 5년 임기 보장,
순위투표제 도입, 유권자 수 편차를 축소하는 지역구 조정 등 보수당-자유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된 것으로, 2011년 의회선거제도 및
지역구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시행이 지체되었음.

40

영국 4개 지역의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동 법의 시행을 위해 연례 보고서 발표, 공청회,
재평가, 개정보고서 제출 등을 거쳐 최초로 하원 규모를 650명에서 600명으로 감축
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나, 영국의 EU 탈퇴 등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시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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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동 조정안에 대한 의회 투표를 2019년 이후로 보류하였음.
그러나 영국의회가 선거구 검토를 5년에서 8년마다 시행으로 개정하고, 선거구는

정치

650개로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구법(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2020)을
통과시키면서, 연립정부에서 합의한 하원규모 축소합의는 실질적으로 폐기됨. 17)  

4

상원(House of Lords)

(1) 구성
상원은 하원과 달리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님. 과거에는 △성직귀족(Lords
Spiritual), △세속귀족(Lords Temporal, 다시 종신귀족과 세습귀족으로 구분) △법률
귀족(Lords Law/Lords of Appeal in Ordinary)으로 구성되었음.
2021년 3월 현재 출석·투표권을 보유한 상원의원은 △종신귀족(Life Peers) 683명 △
세습귀족(Hereditary Peers) 85명 △성직귀족(Bishops)  26명의 총 794명임.18)
–종신귀족은
–
총리의 제청에 따라 여왕이 임명하며 작위가 후손에 승계되지 않음.
–세습귀족은
–
작위를 후손에게 승계하나, 1999년 상원개혁법 (House of Lords Act)
으로 92명을 제외한 세습귀족 대부분의 상원 참석 및 투표권이 박탈됨.
–성직귀족은
–
영국국교회(Church of England) 대주교와 주교들로 구성
2010년 5월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 수립 당시 자민당은 상원의원 수를 반으로 줄이고
그 중 4/5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으나, 상당수의 보수당
출신 의원들이 개혁에 반대하여 2012년 7월 상원개혁법안 상정은 철회됨.

17)	https://boundarycommissionforengland.independent.gov.uk/parliamentary-constituencies-

act-2020-passed/
18) https://members.parliament.uk/parties/lords/by-peerage (검색일: 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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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원개혁법안 주요 내용
▶ 상원의원의 수를 절반 이상 줄인 300명의 혼합 상원으로 구성
▶그
 중 80%는 선거를 통해 선출, 나머지 20%는 임명을 통해 지정(성직귀족을 위한 자리는
20% 안에 포함)
▶ 연장 없이 15년 기한의 단일 임기
▶ 전직 하원의원들도 상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상원 임기 직후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금지

2014년 5월 상원의원 스스로 사임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의원을 제명 또는 정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완화된 상원개혁안이
통과되었으나, 상원의원 수를 당초 의도했던 절반으로 줄이는 데 실패하여 상원 개혁
논의가 지속되었음.
2017년 10월 상원은 상원의장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원의원이 2명 감소할 때 1명을
임명하는 2 out-1 in 시스템을 통하여 상원의원의 수를 2027년까지 600명으로 감축
하고, 대부분 종신직 또는 세습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원의원의 임기를 15년으로
단축하며, 임명 시 정당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정당도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혁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상원의원 임명제청권을 가진 총리와 이를 준수
하기로 합의함.
2019년 보리스 존슨 총리 취임 후 79명의 상원의원을 임명하면서, 상원을 축소하기로
한 합의 내용이 무의미해짐. 19)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2) 권한 및 기능
가. 입법상의 권한
조세 및 재정지출 관계 법안(Money Bill)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야 하나, 1911년 및 1949년의 의회법에 따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1년을 기다린 후에는 국왕의 동의를 요청할 수 있으
므로 입법권에 있어서의 하원 우위 원칙은 확고하며, 실제에 있어서 상원은 주로 법안을
수정하거나 지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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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rdslibrary.parliament.uk/new-lords-appointments-december-2020/

조세 및 재정지출 관계 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에 회부되어 1개월이 지나면 상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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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법상의 권한
1876년부터 대법원장과 상원의장을 겸하던 Lord Chancellor와 대법관(Lords of
Appeal in Ordinary)인 상원의원들이 민사사건에 관해서는 영국 전체, 형사사건에

정치

관해서는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 전체를 관장하는 최고법원의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2005년 헌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에 의하여 2009.10월부터
독립된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이 설립되면서, 상원에서의
사법상의 권한은 대법원으로 이전됨.

(3) 상원의장(Lord Speaker)
국왕, 하원, 여타 기관들에 대하여 상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절차적 사항에
대해 하원에 권고하며, 국가행사시 상원을 대표하여 발언함.
과거에는 ‘Lord Chancellor’가 대법원장과 상원의장을 겸직하였으나, 일련의 상원
개혁 작업, 특히 2005년 헌정개혁법을 거치면서 대법원장과 상원의장의 기능을 분리
하고 새로운 상원의장의 명칭을 ‘Lord Speaker’로 함.
상원의장은 상원의원들의 표결로 선출되어 5년 임기(연임 가능)로 임무를 수행함.
2006년 7월 4일 Baroness Hayman 의원이 첫 상원의장으로 선출되어 2006년 9월
1일부터 임기를 개시하였으며, 2대 상원의장은 Baroness D’Souza 의원(2011.9 임기
시작)이 역임함.
현 상원의장은 제5대 의장인 Lord McFall(2021.5 임기시작)임

(4) 보수
상원의원에 대한 보수는 없으며, 회기 중 실비의 교통수당 및 일당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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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부
1

법의 연원(Sources of the Law)

현대 영국의 법은 보통법(Common Law), 성문법(Statute Law),  유럽공동체법(EU
Law)을 근간으로 이루어짐.
보통법은 영국 법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관습법, 법정에서
판사들이 내린 판결과 이를 기록한 규칙과 원칙들로 이루어짐.  
성문법은 과거에는 의회의 청원에 따라 군주의 명령으로 만들어졌으며, 근대 이후 영국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활성화되었음. 의회제정법(Act of Parliament), 명령(Orders)
및 지방자치조례(By-laws)로 구분됨.

2

법체계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각기 다른 법체계와 법정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중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법체계는 상호 유사성이 많음.
각 지역 모두 형법과 민법의 양 법체계가 별도로 존재함.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근래에 제정되는 성문법은 영국 전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3

형사소추제도(Prosecution)

수사권과 기소권은 각각 경찰과 검찰에 분리되어 있어 경찰은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기초,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절차를 담당함.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와 구분되는 별도의 소추기관 및 법원을 가지고 있으나,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분리하여 보유하는 것은 잉글랜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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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Courts)

영국의 법원은 복잡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처리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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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구분함.
–형사사건: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
Court) → 형사법원(Crown Court) → 고등법원
(High Court) → 항소법원(Court of Appeal) → 대법원(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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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
지방법원(County Court) → 고등법원 → 항소법원 → 대법원

(1)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중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과 일부 민사사건을 다루는
법원임. 10세～17세 청소년 범죄에 관한 소년법원의 기능도 수행함.
법률전문가가 아닌 명예직 판사(Justice of Peace) 3인이 합의제를 구성하여 주재
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리하며 법률적 쟁점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서기의
보조를 받음.
북아일랜드의 치안 판사 법원도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경우와 비슷하나 판사가 모두
직업 판사임.

(2) 형사법원(Crown Court)
치안판사법원의 관할권을 넘는 중범죄에 대한 1심재판과 치안판사법원에서 항소되어
오는 형사사건의 2심 재판(유무죄 여부 및 형량)을 담당함.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고등법원(High Court)의 형사
업무를 취급하는 일종의 지방법원 분원으로서 배심원제에 의한 재판을 함.
스코틀랜드에서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서 약식재판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주 장관 법정(Sheriff Court)에서 재판을 담당함.

(3) 지방법원(County Court)
채무변제, 피해보상, 민사계약 위반에 관한 사항, 기업의 파산과 관련된 사안,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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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자녀양육권 다툼, 학대로부터의 자녀 보호 등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을 담당함.
보다 복잡한 사건들의 경우는 고등법원에서 담당함.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설치, 운영되고 있음.

(4) 고등법원(High Court)
형사법원(Crown Court)과 지방법원(County Court)에서 올라온 민·형사사건들의
항고심을 담당함. 잉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에 설치, 운영되고 있음.
고등법원은 Chancery, Queen’s Bench, Family Division의 3부로 나누어져 있음.
–Chancery
–
Division은 지적재산권·특허권 분쟁, 기업과 개인의 파산과 관련한 다툼,
산업분쟁, 상속과 관련된 분쟁 등을 담당하는 ‘민사부’에 해당
–Queen’s
–
Bench Division은 명예훼손, 재산침해와 관련 민·형사 사건을 담당
–Family
–
Division은 결혼, 이혼, 양육 등 가사사건을 담당
스코틀랜드에서는 민사고등법원(Court of Session)이 민사소송의 항소심을 맡음.

(5) 항소법원(Court of Appeal)
형사부(Criminal Division)와 민사부(Civil Division)가 있어 형사부는 형사법원에서
올라온 형사사건 항소심을, 민사부는 고등법원과 일부 지방법원에서 올라온 민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함.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형사항소법원장을
–
Lord Chief Justice라 하며 민사항소법원장은 Master of the
Rolls 라고 함.

(6) 대법원(Supreme Court)
과거 상원 내 항소위원회(Appellate Committee of the House of Lords)가 최종심을
담당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했으나, 상원에서 사법기능을 떼어내어 입법부와
사법부를 상호 분리하는 방향으로 상원 개혁 작업이 진행되었음.
이에 2009년 10월 대법원(Supreme Court)이 신설되어 상원 항소위원회를 대체하는
영국의 최고법원으로 기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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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항소법원(Court of Appeal) 민사부·형사부에서 올라
오는 사건들과 고등법원(High Court)에서 올라오는 일부 사건들, △북아일랜드의
항소법원에서 올라오는 사건들과 고등법원에서 오는 일부 사건들, △스코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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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등법원(Court of Session)에서 오는 사건들에 대한 상고를 담당
–이에
–
따라 대법원은 영국 전역의 모든 민사사건에 대하여, 그리고 잉글랜드·
웨일스·북아일랜드의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최종심을 담당

정치

대법원의 대법관은 12명으로 구성되며, 2021.3월 현재 대법원장(President of the
Supreme Court)은 Baron Reed of Allermuir (Robert John Reed)임.

5 정당
1

보수당 (The Conservative Party)

(1) 발전 과정
영국의 정당은 1640～1650년대 내전(civil war)을 거치면서 형성된 왕당파(Royalists)와
의회파(Parliamentarians)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국왕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하는
토리(Tories)와 국왕의 권한 제한을 주장하는 휘그(Whigs)로 이어짐.
현 보수당은 17세기 후반에 국교단일화를 주장하면서 국왕 편에 섰던 인사들을 중심
으로 형성된 토리당이 1832년의 의회 개혁법으로 인한 참정권 확대에 따라 근대적
의미의 정당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수당(Conservative)’이라는 용어는 182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점차 ‘토리’라는 말을 대체하게 되었음.
–로버트
–
필 경(Sir Robert Peel)의 제안으로 1834년 보수당이라는 용어를 당의 공식
명칭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짐.
이후 1860년대 디즈레일리(Disraeli) 총리, 발포아(Balfour) 총리 등을 거치면서 공공
보건 향상, 빈부격차 해소, 도시계획을 비롯한 사회 개혁,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 강화,
지방분권(localism), 사회주의가 아닌 연금·실업급여 등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 등과
같은 보수당의 강령들이 발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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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보수당은 자유당과 함께 양대 정당이었음(1920년대 들어와 자유당의 지지율이
감소하고 노동당이 급부상하면서 보수당의 라이벌이 됨). 1912년 Liberal Unionist
Party와 결합한 뒤 Conservative and Unionist Party로 개명하였으나 현재 그 명칭은
거의 사용되지 않음.
20세기에는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등과 같은 총리를 배출하면서 57년간 정권을
유지하였으며,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를 표방하는 현재의
중도우파 정당으로 자리 잡음.

(2) 조직
처음에는 원내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나 1867년의 제2차 의회개혁법으로 참정권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원외조직이 구성되기 시작함.  
당 위원회(Conservative Party Board)가 당원 모집, 선거 후보자 관리, 모금 등 당
차원의 전반적 사안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
중앙당(Conservative Campaign Headquarter)은 재정, 선거준비 및 정책수립에 집중
하며, 지구당(Constituency associations)은 당수 및 지역선거 후보자 선출을 담당함.
2011년 1월부터 재개최하기 시작한 보수당정책포럼(Conservative Policy Forum)은
브리핑과 각종 행사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참석자들은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의를 한 뒤 그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함. 이후 중앙당의 전문가들은 관련 내각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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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함.
당 재정수입은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지지기반은 전문직 종사자 등 중산층이 중심이며, 지역별로는 중·남부 잉글랜드가
주요 지지기반임. 당원 수는 2019년 7월 기준 18만 명임.20)

(3) 당수
현 당수는 보리스 존슨 총리이며, 2016년 영국 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유럽연합과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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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5125/ (검색일: 2021.3.5.)

탈퇴 합의안을 이끌다 사퇴한 테레사 메이 당수에 이어 당내 경선(당 현직 의원들의
투표)을 거쳐 2019년 7월 당수에 취임함.
당수 선출방식 :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 8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PART 2

매 라운드 일정 수준을 득표하지 못한 후보를 제거하는 선출방식(exhaustive vote)을
통해 2명의 후보자를 선출한 후, 모든 보수당원이 우편투표를 실시하여 2인 후보자

2

정치

중 최종 당선자를 선출함.

노동당(The Labour Party)

(1) 발전 과정
1832년 이후 제정된 일련의 의회 개혁 법안으로 일반노동자 및 여성들에게까지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집단 구성의 필요성과
19세기에 들어와 영국사회에 확산된 사회주의적 정치·경제 사상을 대변할 정치단체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1906년 총선 이후 의회 내에서 노동자 대표권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동자 대표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당이 창당되었음.
노동당 창당사의 특징은 보수당 및 자유당 조직이 의회 내의 그룹에서 출발하여 선거구로
확산된 것과는 달리 의회 밖의 정치, 경제, 사회운동이 의회 내에서의 대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조직으로 발전한 것임.
1918∼39년간에 걸쳐 노동당은 자유당을 대체하여 보수당의 상대 정당으로 부상하였
으며, 1924년에는 소수정부로서 첫 집권하였음.
그 후 1929∼31년간 소수정부로 재집권하였으며, 1945년 이후에는 7차에 걸쳐 집권함
으로써 양대 정당의 하나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음.
1997년 보수당의 18년 집권을 종식시킨 블레어(Blair) 전 총리를 주축으로 한 제3의
길(Third Way)노선을 통하여 New Labour라는 쇄신정책을 표방하면서 노동자들만의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한 당으로서 혼합경제와 신자유경제주의의 중간노선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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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지구당(CLP : Constituency Labour Party)과 중앙당(PLP : Parliamentary Labour
Party)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럽의회 영국 노동당(EPLP : European Parliament Labour Party)은 2020.1 브렉시트로 인해 소멸

CLP는 노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주의자 협회 등의 지부 및 가맹조합과 15세 이상의
개인당원으로 구성됨.
PLP는 상하 양원 노동당 의원들로 구성되며, 야당이 되는 경우에는 의회위원회
(Parliament Committee, 예비내각(Shadow Cabinet)으로 통칭)를 선출하여 정부부처
업무별로 분담하여 당 정책을 대변함. 각 의원은 총선 후 1년 6개월 이내에 CLP로부터
의원후보로 재선출되어야 차기 총선에서 재입후보가 가능함.
당 재정의 약 30%가 노동조합 기부금으로 충당되며, 블레어 정부 시절 노동조합으로
부터의 정치헌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개인당원을 증가시키고 당비를 기업인과
독지가의 기부금, 개인당원의 당비 등으로 다양하게 조달하고 있음.
당원 수는 2020년 11월 기준 495,961명임.21)

(3) 당 기구
전당대회(Par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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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
9월경 개최되는 당 최고기관으로서 CLP, PLP 및 노조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하며, 투표권은 헌금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약 1/2을 노동조합이 차지함.
–당헌
–
제정·개정, 당수, 부당수 및 전국 집행위원들을 선출하며 2/3 찬성으로 당
정책사항의 채택을 결의함.  
전국 집행위원회(NEC : National Executive Council)
–각
– 정부, 노동당 하원, 시의회의원(Councillor), 노동조합과 CLP를 대표하는 대표
인들이 모여서 당 목표 설정(Manifesto: 정강정책)과 당 운영에 대한 감독을 함.

21)	https://www.thenational.scot/news/18871910.labour-nec-vote-reveals-drop-party-members
hip-since-keir-starmer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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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책 포럼(NPF : National Policy Forum)
–각
– 지구당 소속 회원들 중 대표자를 뽑아 매년 수차례 모여 당 정책에 대해 검토
하는 모임임.
PART 2

(4) 당수

정치

2015년부터 모든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및 일반 당원들이 모두 동일한 1표를 행사하는
방식(one member, one vote)으로 당수를 선출하며, 당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의 15%로부터 지명을 받아야 함.
2015년 9월부터 노동당을 이끌었던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이 2019년 12월
총선 실패를 책임지고 사임하면서 2020년 4월 키어 스타머(Keir Stammer) 의원이
새로운 당수로 선출됨.
–코빈
–
당수는 노동당내에서도 급진적이고 독자적인 노선을 고수해온 비주류인사로,
일반당원들의 지지를 힘입어 당선되었으나 2016년 6월 영국의 EU탈퇴(Brexit)
국민투표 이후 당내 기존 주류파 의원과 갈등을 겪어옴.
–2018년부터
–
반유대주의(anti-semitism) 논란에 휩싸이고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
지지 등 전략이 실패하면서 2019년 12월 조기총선에서 60석 이상을 잃자 코빈 당수는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 2020년 4월 중도파인 검사출신의 前 예비내각 브렉시트
장관 키어 스타머(Keir Stammer)의원이 당수로 선출되었음.

3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1) 발전 과정
자유민주당의 전신인 휘그당(Whig)과 자유당(Liberal Party)은 영국 정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1930년대 이후 노동당에 지지층을 내주고 세력이 위축
–휘그당(Whig)은
–
1680년대 절대군주제와 입헌군주제 논란에서 가톨릭 신앙을 가진
제임스 2세의 즉위에 반대하는 그룹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보수당과 힘을 합쳐
1688년 명예혁명을 이끌어 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이후
–
하노버 왕조의 수립 시점부터 1760년 조지3세 즉위시까지 영국의 지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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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으로서 로버트 월폴(최초의 수상, 1715년), 윌리엄 피트(Earl of Chatham), 찰스
그레이(Earl Grey), 윌리엄 그렌빌, 윌리엄 람(Viscount Melbourne) 등의 총리를
배출하였고, 양당제 발전에 기여하였음.
–1859년에
–
보수당 일탈파인 Peelites등과 연합하여 Liberal Party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팔머스톤, 글래드스톤, H.H. 애스퀴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등의 총리를 배출함.
1987년 9월부터 합당을 추진해온 사민당(SDP)과 자유당(Liberal Party)은 양당 전
당원의 투표를 통하여 합당을 최종 결정하고 1988.3월 정식 출범함.
–1988.7월
–
실시된 통합 당수선거에서 자유당 출신의 Paddy Ashdown 하원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
1999년 8월 선출된 Charles Kennedy 당수 지도하의 자민당은 2001년 총선에서 18%의
득표율로 52석(+6)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이라크전 반대 △선거제도 개혁 △개방
정부 등을 표방하면서 보수당의 제1당 지위를 위협함.
2010년 닉 클레그(Nick Clegg) 당수가 이끈 2010년 총선에서 23%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총선보다 5석이 줄어든 57석에 그쳤으며, 특히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2010년 총선 대학 등록금 인상 저지 공약을 뒤엎고 보수당과 함께 등록금을
최대 9,000 파운드로 인상하면서 주지지 기반층이었던 대학생들의 지지율 감소와
더불어 보수당과의 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지지자들의 지지를 상실함.
2015년 총선에서 자민당은 7.9% 득표울에 하원 8석만을 얻는데 그쳐(2010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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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석을 상실) 원내 제4당으로 전락하고 2017년 조기 총선에서도 약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원의원을 12명만  당선시켰음.
–최근
–
자민당은 8-10%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2) 지지기반
전통적인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친유럽주의의 이념을 갖고 있으며, 중도 내지는
중도 좌파적인 성향의 지지기반을 갖고 있음
이라크 전쟁 반대층, 학생층, 보수당을 불신하는 중산층 및 주류 정치권을 불신하는
농민층 등 틈새를 공략하며, 당원은 현재 약 10만 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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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캐슬,
–
셰필드, 더럼 등 과거 노동당이 강세였던 지역에 주력

(3) 당수
PART 2

2017년 조기총선 이래 당을 이끌었던 Vince Cable 의원이 당수직을 사임하면서 2019년
7월 당대표 선거에서 30대의 Jo Swinson이 당수로 선출되고 ‘브렉시트로부터 탈퇴
(Exit from Brexit)’라는 구호를 통해 2차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전략을 펼쳤으나 같은 해

정치

12월 총선에서 Swinson 의원 본인이 지역구에서 낙선했고, 당수는 현직의원이어야
한다는 자유민주당 규정에 따라 당수직을 사임. Ed Davey 의원과 Mark Pack 의원이
대표 대행을 맡았으며 2020년 7월에 Ed Davey 의원이 당수로 선출됨.

4

현 집권 보수당 정부 주요정책

(1) EU 탈퇴(Brexit)
2020년 1월 브렉시트 이행  
자유무역을 통한 유럽연합과 강력한 관계 형성 및 제3국과의 새로운 관계형성  
유럽단일시장, 관세동맹 및 유럽사법재판소 체계에서 탈퇴  

(2) 외교·국방 22)
현상 유지를 넘어 통상·기후변화·인권·보건·사이버안보·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포스트 코로나 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내 동맹 파트너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한 관여 증대
중국을 구조적 경쟁자이자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대상으로 관계 재설정
2021-2025 기간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탄두 보유한도를 상향

22) ‘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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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조(ODA) 예산 한도를 당초 총선 공약이었던 GDP의 0.7%가 아닌 0.5%로
축소
–다만
–
보건 ODA 비중은 증대

(3) 경제·금융
공공부문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보험료 동결  
법인세 감소를 통한 기업 활동 및 투자 장려*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채무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뒤집고 최고 23%까지
인상하기로 결정

(4) 이민·통상
호주식 점수제 이민제도 도입을 통한 이민통제 강화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향후 3년 내 영국 전체통상의 80% 비중 도달 목표)

(5) 사회·복지
초·중등학교에 재정투입 및 교사 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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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기관 설립 및 재정투자   
국민건강제도(NHS) 재정투자 및 의료인력 보강을 위한 패스트트랙 비자제도 도입
경찰 20,000명 신규채용 등 경찰력 강화 및 중범죄자 가석방 통제  

(6) 환경·교통·인프라
2050년까지 클린에너지 및 녹색인프라 투자확대 및 탄소배출감소로 ‘Net Zero’ 달성
도로, 철도, 홍수대비 등 인프라에 재정투자
2050년까지 영국 전 가정에 5G 브로드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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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제도
지역정부와 자치권 이양

PART 2

1

(1) 개요
정치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의 블레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자치권 이양을 추진함.
–1998년의
–
스코틀랜드법(Scotland Act 1998), 웨일스정부법 (Government of Wales
Act 1998), 북아일랜드법(Northern Ireland Act 1998) 제정으로 권한이양의 법적
기초를 마련
영국 의회의 주권적 지위는 유지되고 있음.
–헌법,
–
법률로 자치권이 보장되는 연방제와 달리 영국 의회는 자치권을 이양한 법률
자체를 폐지 또는 수정 가능
지역정부별로 권한에 차이를 두는 비대칭적 이양을 지속 추진중임.
–스코틀랜드와
–
북아일랜드는 입법권 이양, 웨일스는 집행권 이양, 잉글랜드는 영국
의회에서 직접 관장   

(2) 지역정부(Nations/Constituencies)별 자치권 현황
가. 스코틀랜드(Scotland)
입법적 분권으로 기본법률 및 부수법률 제정이 가능함.
영국의회에 유보되지 않은 분야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광범위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유보사항 : 헌법, 외교, 국방·국가안전, 재정·경제정책, 교역·산업, 에너지, 교통, 연금, 사회보장, 고용,
방송, 이민·국적, 고용 등

재정 제도
–스코틀랜드
–
정부의 예산은 2019/20 회계연도 기준 영국 의회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세(Income tax)에서 34%, 영업세(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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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s)에서 7%, 국가보험기부금(NIC)에서 6%를 조달23)24)
–2012년
–
Scotland Act 통과 이후 2016년부터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소득세 기본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2016년
–
Scotland Act 통과 이후부터는 세율뿐 아니라 세율구간/밴드도 자율적으로
설정이 가능25)

나. 웨일스(Wales)
집행 및 행정적 분권으로 기본 법률은 제정할 수 없으며, 영국 의회가 법률로 유보한
범위 안에서 부수입법 제정권을 보유중임.
–부수입법은
–
시행령, 행정명령, 규칙, 규정, 제도, 시행규칙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는 스코틀랜드와 달리 열거주의 형태로 규정
–농업·어업,
–
문화, 경제발전, 산업, 교육·훈련, 사회복지, 환경, 보건, 고속도로, 주택,
지방자치, 스포츠, 관광, 도시개발 등
재정 제도
–이양된
–
권한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영국의회에서 일정한 산정공식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함.
–웨일스
–
의회는 소득세 조정권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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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법률상 스코틀랜드와 유사한 형태로 입법적 분권이 되어 있으나 차이점은 치안, 사회
안전, 교도소, 형사법 기능은 이양을 유보함.
북아일랜드의 자치권은 개신교 통합주의자와 카톨릭 민족주의자 진영 간의 분쟁 및
소위 평화과정(peace process)과 연계되어 이양과 회수를 반복

23) Scottish Government (2021) Goverment finance, https://www.gov.scot/policies/government-finance/
24) S
 cottish Government (2021) Scottish Consolidated Fund Accounts: 2019-2020, https://www.gov.scot/
publications/scottish-consolidated-fund-accounts-2019-2020/
25) Scottish Government (2021) Taxes, https://www.gov.scot/policies/taxes/income-tax/

56

라. 잉글랜드(England)
영국 의회에서 직접 관장하며, 잉글랜드 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정권 차원의
지방분권 및 사무이양 등 다양한 노력
PART 2

–1998년
–
런던을 제외한 잉글랜드의 8개 지역에 설치된 지역개발청(RDA)과 임명제
지역회의(Regional Chamber) 설치

정치

이후 2010년 지역개발청(RDA)을 폐지하고,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city deal)받는 민관합동 지역발전기구인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 설치(38개)
–런던의
–
지역개발청(RDA)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런던개발청(LDA:
London Development Agency) 역시 폐지하고, 런던광역시에 주요 권한을 이양

2

지방자치단체

(1) 기본 지방자치단체(Principal Authorities)
광역 지방자치단체
–런던광역시*(Greater
–
London Authority) : 런던광역시법에 따라 2000년 7월에
출범하였으며, 런던시 전역을 관할하면서, 교통, 경찰, 소방 및 비상계획, 도시 전략
계획, 에너지 정책 등의 기능을 수행
* 면적 1,584㎢, 인구 878만 명, Mayor of London과 런던의회로 구성

–County
–
: 잉글랜드의 비도시 지역에 50만∼150만 규모로 설치, 교육, 사회서비스,
교통, 소방, 소비자 보호, 쓰레기 처리, 환경보호, 도서관 등의 기능 수행
기초 자치단체
–런던광역시내
–
Borough : 런던광역시 내에 32개가 설치, 교육, 주택, 사회서비스,
지방도로, 도서관, 쓰레기 수거, 환경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
–County
–
내 District : County 내 약 10만명 규모로 4∼14개 정도씩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계획, 주거, 지방도로, 건축규제, 환경보호, 쓰레기 수거 등의 기능을 수행
단일통합형 자치단체(Unitar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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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
지역
* Metropolitan District : 1986년 맨체스터, 버밍엄, 리버풀, 셰필드, 리즈, 뉴캐슬 등 Metropolitan County
가 해체되면서, 권역 내 기초자치단체가 광역 기능까지 흡수하여 통합적으로 수행

–잉글랜드
–
이외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단일 통합시 운영
* 통합시(Unitary) : 자치단체 간 통합(광역-기초 또는 기초-기초간)을 통해 기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

(2) 준 지방자치단체(Sub-Principal Authorities)
과거 영국 국교의 교구제도에 기원을 두고 소도읍(town)이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잉글랜드 지역은 주민 직선의 패리시 의회(Parish Council) 또는 타운 의회(Town
Council),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지역은 커뮤니티 의회(Communities Council)를 설치
운영 중임.
준 지방자치단체는 영국 전체 인구의 약 1/3을 관장하고 있으며, 잉글랜드에는 8,700개
정도의 Parish Council이 있으며,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는 각각 1,150개와 900개
정도의 Communities Council이 있음.
Parish의 인구규모는 100명 미만에서부터 70,000명이 넘는 곳까지 있으며 500명
미만이 40%인 반면, 5,000명 이상은 10%임.
Parish Council의 주요 기능은 마을회관의 유지·관리, 여가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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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가로등, 주차장 등 지역 교통시설 관리, 지역계획 수립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대변 등임.
Parish Council은 5∼20명 정도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의회의 활동에
따라 전혀 없거나 백만 파운드가 넘기도 하는데, 재원은 수수료·서비스 이용료 또는
부가세(Precepts) 징수를 통해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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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Principal Authorities) 설치 현황
단일계층

2계층

지역

잉글랜드

비도시지역

광역도시권
(런던제외)

기타지역

런던(GLA)

26 County

36 광역도시
District

55 통합시

33 Borough
(시티 포함)

192 District

343

스코틀랜드

32

32 통합시

-

웨일스

22

22 통합시

-

북아일랜드

11

11 통합시

-

영국(UK)

408

정치

3

런던

PART 2

도시지역

지방정부 운영

(1) 지방의원
지방의원들은 4년 임기로 다수득표 방식에 따라 선출되며, 선거주기는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고, (1)일괄 선출, (2)1/2씩 선출, (3)1/3씩 선출 등 3가지 방식이 있음.
※ 영국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30∼60% 정도로 60∼80%에 이르는 유럽 대륙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다수당의 대표가 집행위원장(Leader of the Council)을
맡고, 2∼9명 정도의 의원으로 집행부를 구성하여 정책결정을 담당하며, 나머지 의원은
정책평가 및 조사기능을 수행함.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이 기본원칙으로 기본수당은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데, 2017년
잉글랜드 지방의원의 평균 기본수당은 연 13,000 파운드 수준이며, 집행직 의원들
에게는 특별 직무수당을 추가 지급함.  
–지방의원
–
보수 결정기준은 기대 업무수행시간과 남성 전업직 임금 등 적정한 비교
대상의 시간당 임금 및 의원활동이 자원봉사 서비스라는 원칙을 감안한 보상 공제율
(통상 20∼50%)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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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부 구성(잉글랜드 및 웨일스)
가. 집행부 구성형태의 전환 추진
2000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구성
형태로 과거 대부분의 지방정부 운영형태였던 의회-집행부 통합형의 위원제에서
새롭게 세 가지 기본모델과 예외적 대안을 제시함.

나. 지방정부법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 대안
시장 + 집행내각(Mayor and cabinet executive) 모형
–직선
–
시장을 선출하고, 직선 시장이 2∼9명의 집행내각 지명
집행위원장 + 집행내각(Leader and cabinet executive) 모형
–의회
–
전체회의에서 집행위원장(보통 다수당 대표)을 선출하고, 수석집행관 또는
의회 전체회의에서 2〜9명의 집행내각 임명
시장 + 수석행정관(Mayor and council manager) 모형
–직선
–
시장이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일상적 관리는 의회가 임명한 수석
행정관이 수행
–예외적
–
대안 : 인구 85,000명 미만의 소규모 농촌지역 디스트릭트(shire districts)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쇄신된(revamped) 위원회 시스템 유지 가능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3) 하부 행정조직
지방자치단체의 실·국 등 하부 행정조직의 편제와 명칭 등은 대부분 재량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편제됨.
–다만,
–
어린이서비스국장(Director of Children’s Service), 교육수석행정관(Chief
Education Officer) 등 일부 직위는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기도 함.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수석 집행관(Chief Executive)이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의회와 각 실국에 책임을 짐.
County는 어린이서비스, 사회서비스, 교통 및 환경 관련 부서를, District는 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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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주택, 레저스포츠, 자원재활용 관련 부서를 대부분 설치하고 있음.

(4) 지방재정
PART 2

가. 지방재정 개관(잉글랜드)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2018/19년 회계연도(2018.4.1 ～ 2019.3.31)의 경우

정치

1,676억 파운드로26) 영국 전체 공공지출의 20%를 차지함.27)
지방자치단체 세입 중 45%* 정도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세
(Council tax) 등 자체재원으로 나머지를 조달함.28)
*	(’12/’13) 63%→ (’13/’14) 58% → (’14/’15) 54% → (’15/’16) 52% → (’16/’17) 52% → (’17/’18) 48% →
(’18/’19) 45%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분야별 세출은 교육이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사회서비스 27%, 치안 13% 등 서비스 중심으로 재정이 투입됨
(2019/20 기준)29)

나. 주요 세입재원
지방세(council  tax) 등 자체재원 : 725만파운드로 전체세입의 43%
–지방세
–
: 8개 등급으로 구분한 개인재산(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로
유일한 지방세(2018/19년 기준, 전체의 18%)
–기타
–
서비스 이용료, 임대수익, 자본수익 등30)

26) M
 HCLG (2020, p7)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 No.30 2020,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local-government-financial-statistics-england-2020
27) G
 OV.UK (2020,p.3) Public Spending Statistics: February 2020,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public-spending-statistics-release-february-2020/
public-spending-statistics-february-2020
28) M
 HCLG (2020, p7)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 No.30 2020,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local-government-financial-statistics-england-2020
29) MHCLG (2020, p19)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 No.30 2020,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local-government-financial-statisticsengland-2020
30) M
 HCLG (2020, p7)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 No.30 2020,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local-government-financial-statistics-england-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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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특별정부보조금(Specific
–
Government Grant) :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프로젝트
또는 서비스 수행에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방정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2018/19년 기준, 23.6%)
–세입지원보조금(Revenue
–
Support Grant) :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며 최근 비중 감소 추세(2018/19년 기준, 0.8%)31)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1) 입법적 관여
중앙정부는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신설하거나, 폐지, 재편 또는 수정할
수 있음.
중앙정부는 법률 이외에도 시행령(Statutory Instrument), 권고와 지침(Guidance)을
담은 고시(Circular)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나 활동을 통제하거나 유도함.

(2) 행정적 관여
일부 개별법령에서는 중앙정부 각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관여(Engagement)
또는 개입(Intervention)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권한을 정지·회수 또는 타기관에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회계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에서 실시하던 지방구역 종합평가
(Comprehensive Area Assessment) 제도는 2010년 5월 보수-자민 연립정부 출범
이후 중단됨.
다만 국가적 표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표준행정청(OFSTED)의 교육 분야 감사,
보호서비스향상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사회서비스분야 감사 등 분야별
각종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집행을 점검함.

31) M
 HCLG (2020, p7)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 No.30 2020,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local-government-financial-statistics-england-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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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적 통제
예산 상한선 설정(Budget-capping)
PART 2

–지역사회·지방자치부
–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 및 세금인상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된 예산에 상한선 설정 가능

정치

7
1

최근 정치정세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 부결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움직임이 지속됨에 따라 2012년 9월 카메론(Cameron) 총리와
살몬드(Salmond) 前스코틀랜드 제1장관(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격)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합의함.
–2014년
–
9월 18일 투표시 독립 반대 55%, 찬성 45%로 독립안이 부결되었으며, 부결
배경으로는 복지 삭감 등 경제적 불안정 및 독립 이후 국가 지위 등 장래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
※ 투표율은 8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스코틀랜드 32개 지역 중 4개 지역(Glasgow, North
Lanarkshire, Dundee City, West Dunbartonshire)을 제외한 27개 지역에서 부결을 선택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
▶ 카메론 총리는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실시 이전,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 법안 상정을 약속
하였으며, 영국 의회는 2016년 소득세율 상한 설정, 복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 제정
▶ 한편, 보수당 정부는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에 따른 잉글랜드 지방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오직 잉글랜드 지방에만 관계되는 법안 투표시 잉글랜드 지역구 의원들만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English Vote for English Law’ 법을 추진, 하원 승인(2015.10.22)을 거쳐 시행
※ 이에 따라 2015년 총선에서 의회 진출에 성공한 SNP 의원 및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역구
의원은 잉글랜드 관련 법안에 대한 투표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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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총선 및 보수당 집권

2015년 총선에서 카메론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 650석 중 330석을 획득, 보수당
재집권 및 보수당 단독내각이 구성됨.
제2당인 노동당은 스코틀랜드 지역 의석 대부분 상실함. (2010년 41석 → 2015 총선 1석)
–2010년
–
이후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했던 자민당은 8석으로 의석이 대폭 감소하여 군소
정당으로 전락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
스코틀랜드 지역 의석 석권(총 59석 중 56석 획득)으로
제3당으로 약진
※ 노동당은 밀리밴드(Miliband) 전 당수의 낮은 인기도와 반기업 성향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해 2010년
총선(258석)보다 26석이 줄어든 232석을 획득

보수당은 단독 과반을 확보, 긴축재정정책 기조 지속, EU 개혁을 위한 EU와의 협상 실시
및 2017년 말까지 EU 잔류/탈퇴 국민투표 실시, 스코틀랜드 등에 대한 지방자치 확대 등
핵심 공약을 추진함.

3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및 카메론 총리 사임

2015년 총선시 보수당은 2017년 이전 EU 잔류/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공약함에 따라
실시된 2016년 6월 영국의 EU 탈퇴(Brexit) 국민투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다수가 EU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탈퇴를 지지함(탈퇴 51.9%, 잔류 48.1%).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영국 내 장기간 존재해 온 유럽회의주의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되어왔던 배경이 작용함.
–EU
– 이민자 및 난민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서민층의 경제적 상실감, 영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EU 집행부 정책에의 순응에 대한 반감, 영국의 법적 관할권의
유럽사법재판소에의 귀속에 대한 불만 등이 점증
–세계금융위기
–
이후 남부유럽 EU 회원국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영국의 부담 증가에 반감
카메론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으며, 보수당 내 합의로 테레사
메이(Theresa May) 내무장관이 2016년 9월 신임 총리로 취임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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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9일자로 유럽연합 탈퇴를 EU에 공식 통보하고 EU와의 탈퇴 협상을 개시
–메이
–
총리는 취임과 함께 EU 탈퇴파 및 잔류파를 안배하는 내각을 구성하였으며, EU
탈퇴부를 신규 출범시키고 장관직에는 EU 탈퇴파인 데이빗 데이비스(David Davis)를
PART 2

임명하고 외교장관에도 역시 EU 탈퇴파인 보리스 존슨(Boris Jonhson) 전 런던시장을
임명하는 한편, 재무장관에는 잔류파인 필립 하몬드(Philip Hammond) 전 외교장관을 임명

정치

4

2017년 6월 조기총선 결과

메이 총리는 2017년 초 보수당의 지지율이 제1 야당 노동당을 20% 이상 앞지르는 여론 조사
결과에 기반, 의회에서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하여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브렉시트
협상에 임하겠다는 목표로 2017년 6월 8일 조기총선을 실시하였으나, 선거전 보유
의석(331석) 확보에도 실패하여 어느 당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Hung
Parliament)을 초래함.
–보수당
–
318석(득표율 42.4%), 노동당 262석(득표율 40%), 스코틀랜드국민당 35석
(득표율 3%), 자유민주당 12석(득표율 7.4%), 민주통합당(DUP) 10석(득표율 0.9%),
기타정당 13석
–노동당은
–
당초 예상보다 선전하면서 2015년 총선 대비 34석을 추가하는 성과를 도출
하였으며, 그 결과 의회 내 발언권 강화 및 급진 좌파로 노동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 당수의 당내 입지도 한층 공고화

Hung Parliament
▶ 영
 국 정치 제도상 정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하원의 신임을 확보해야 하는데, 선거 결과
원내 다수당이 부재시 Hung Parliament가 발생함. 보수당-자유당 양당제가 확고했던 19세기
까지 Hung Parliament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노동당 등이 하원에 진출하기 시작한
20세기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함.
▶ H
 ung Parliament 발생시 연합정부(Coalition) 구성 또는 신임·예산 합의(Confidence and
Supply Deal) 등을 통해 하원 다수를 확보하고 정부를 구성함.
① 연
 합정부 :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을 이뤄 정부를 구성하며, 정부 정책의 공동구성 및
정당 간 장관직 분배가 이뤄짐 (일반적으로 소수정당이 부총리직을 수임)
② 신
 임·예산 합의 : 정책 공동구성 및 장관직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느슨한 형태의 결합
으로서, 파트너 정당은 정부신임안 및 예산안 등 정부유지에 필수적인 하원표결에 있어
정부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주요 정책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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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당 소수정부 재출범

조기 총선 결과에 따라 보수당은 북아일랜드 지역정당인 민주통합당(Democratic
Unionist Party, DUP)과의 신임·예산 합의를 통해 소수 정부(Minority Government)를
운영했었음.
조기 총선 이후 당내에서 입지가 급격히 축소된 메이 총리는 국내 정책 추진 동력에
타격을 입음과 동시에 브렉시트 협상 진행 과정에서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 데이비스
EU 탈퇴부장관, 존슨 외교장관 등 내각 인사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난맥상이
지속 표면화되었으며 분열된 내각과 국내 여론은 영국의 대EU 협상력을 저해
–아울러
–
2017년 6월 발생한 그렌펠 타워(Grenfell Tower) 화재도 악재로 작용
※ 그렌펠 타워 화재 사건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런던에서 일어난 가장 참혹한 화재로 약 7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화재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부실한 대응책, 메이 총리가 화재 현장 방문시 희생자 가족에
무관심해 보였다는 등 비판을 받으면서 총리에 대한 여론 악화

–그러나
–
2017년 12월 EU와의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을 타결(시민의 권리, 재정정산,
북아일랜드 문제 등 처리 방향 합의)해 냈고  2017년초 솔즈베리에서 벌어진 전 러시아
스파이 스크리팔(Skripal) 부녀 암살 시도 사건 관련 신속한 대응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러시아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함.

6

브렉시트 협상과 정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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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EU 간 2년여에 걸친 협상 결과 ‘EU 탈퇴협정’ 및 ‘영-EU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 선언’에
실무 합의(2018.11)
한편, 2017년 7월 내각이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로 영국 정부 협상안을 수정 확정
하고 브렉시트 백서를 발표하자, 데이비스 EU 탈퇴부 장관, 존슨 외교장관 등 내각 내
브렉시트 강경파 인사들이 동반 사임한 후 집권 보수당 내 의견 대립 격화
메이 총리는 신속하게 브렉시트 온건파인 도미닉 랍(Dominic Raab) 주거·지역사회·
지방자치부 국무상 및 제레미 헌트(Jeremy Hunt) 보건복지부 장관을 각각 사임한
데이비스 장관 및 존슨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하는 등 소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상기 정부
협상안을 고수하고 EU측과 협상안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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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불만을 지속 표출해온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는
2018년 12월 당대표 불신임 투표를 주도함.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 317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메이 총리는 신임 200표 대 불신임 117표로 당대표 재신임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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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리더십이 크게 흔들림.
메이 총리가 당초 시한이었던 2019년 3월 29일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하지 못함에 따라

정치

당 내외로부터의 사퇴 압박이 심화되었으며, 2019년 5월 24일 메이 총리는 전격 사임을
발표함.
2019년 7월 보수당 당 대표 경선 결과,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전 외교장관(’16.7월’18.7월)이 제러미 헌트(Jeremy Hunt) 당시 외교장관(’18.7월-’19.7월)을 압도적 표차(최종
5차 투표 결과 160:77)로 누르고, 당 대표에 선출되어 7월 24일 총리에 공식 취임함.
존슨 총리가 ‘No Deals’도 무방하다는 강경한 브렉시트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당 내외
노딜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취임 초기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7개 법안이 연이어 부결되는 사태를 맞음.
동 과정에서 보수당은 당론에 반대한 의원 21명을 제명시켰으며, 일부 의원은 자진 탈퇴
하여 여당인 보수당이 안정적 다수의석(working majority)을 상실하면서, 브렉시트 관련
중요 법안을 통과가 어렵게 되자 조기총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2019년 10월 28일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시한을 2020년 1월 31일로 재연장하는데 합의
하고, 다음날인 10월 29일 영국 하원에서는 조기총선 실시를 위한 단축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12월 12일 조기총선 실시
–총선
–
결과 집권 보수당이 하원 총 650석 중 364석을 차지함으로써 원내 안정적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
–2019년
–
12월 19일 존슨 총리는 EU와 합의안을 들고 EU 탈퇴협정 이행법률안(EU 탈퇴
법안)을 새로 구성된 의회에 다시 제출하였고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한 하원은 2020년
1월 9일 이를 통과시켜서 상원에 송부했으나, 상원에서는 이에 수정을 가하여 1월
21일에 하원으로 반송
1월 22일 하원은 상원의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다시 상원으로 정부 원안을 보내자 1월
23일 상원은 더 이상의 수정 없이 이 안을 가결하고 같은 날 국왕의 재가를 받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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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퇴법안은 공식 법률이 된바, 1월 31일부로 영국의 EU 탈퇴 및 전환기간 개시가
법률로 확정되었음.
–EU의회는
–
1.29에 EU 탈퇴협정을 비준하면서 영국의 EU 탈퇴 협정은 영국시간 기준
2020.1.31. 오후 11시를 기해 발효되었음.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영국에 상륙하고 그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연속적인 판단
착오와 혼란을 보여주면서 2021.5월 기준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수 세계 5위를 기록32)하고
300년만의 경기후퇴를 기록33)하는 등 영국 전체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존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함.
2020년 12월부터 영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2021년 5월 19일
기준 1차 접종자가 3,681만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대두됨.
–존슨
–
총리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관한 공청회를 내년초에 개최하는 것을 수용
(2021.5.12) 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 대한 여당 내외의 비판, EU 탈퇴 이후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 2021.5월 지방선거 이후 스코틀랜드 독립 논의와 같은 이슈
들이 존슨 정부의 향배 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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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h
 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utm_campaign=homeAdvegas1?
(검색일: 2021.3.25.)
33) 1
 709년 유럽의 대혹한기(Great Frost)로 인해 -13.4% 성장(‘A millennium of macroeconomic data’,
영란은행, 2017)(’21.3.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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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외교

1. 외교정책
2. 영연방
3. 영국 해외영토
4. 영국 왕실령

1 외교정책
1

영국 외교정책의 기본 틀

영국 정부는 2021.3.16.에 발표한 “안보·국방·개발·외교정책 통합검토(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에서 4대 비전 및 4대 전략적 프레임워크 제시
<4대 비전>
① 보다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며, 회복력 있는 국가(the Union)
②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며 부담을 공유하는 국가
③ 영국의 번영을 위한 신토대 구축
④ 포괄적 접근법을 통해 보다 경쟁적인 세계에 적응
<4대 전략적 프레임워크>
① (과학기술을 통한 전략적 우위 유지) 과학기술을 외교안보 필수 요소로 통합, 영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나머지 3개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뒷받침.
② (미래의 열린 국제질서 형성) 국제시스템을 활성화하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및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세계를 구현하여 디지털 시대에 열린사회 및 열린 경제의
번영을 확보함. UN과 국제무역시스템 등 기존 국제질서를 강화하고 새롭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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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신기술·데이터·우주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규범 수립 추구
③ (국내외 안보 및 국방 강화) 현실 및 사이버 공간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함. 러시아가 최대 안보위협인 유럽-대서양에서 NATO는 집단안보의
지속적 토대를 유지할 것임. 초국경적 국가적 위협, 급진주의와 테러, 심각한 조직
범죄(SOC) 및 무기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및 유사입장국들(like-minded
nations)의 대응능력 배양
④ (대내적 대외적 회복력 구축) 모든 위험의 예측·예방이 불가능한 상황과 전세계의
연결성을 고려, 영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의 예방·대응·회복력을 증진하고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 대응, 보건 회복력 구축 노력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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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전략

기본 방향: 미국과의 특수관계와 NATO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브렉시트 이후
외교 다변화 추구
미국: 영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파트너인 미국과의 관계에 최고의 중요성 지속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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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탈퇴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유럽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큰 비중을 갖고 투자하며 EU와의 통상협력협정 및 NATO의 틀 내에서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협력 등 영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이슈에서 EU 및 역내국과 협력

외교

중국: 구조적 경쟁자(competitor)이자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대상인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적응하기 위해 대중국 대응역량에 대한 투자를 통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국이 제기하는 영국의 안보·번영·가치에 대한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킴. 국내 안보와 가치 수호를 담보하는 한편 긍정적인 대중국
무역투자관계를 지속. 기후변화 등 다국적 과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
러시아: 영국의 국익에 대한 가장 긴급한 위협(acute threat)이자 모든 종류의 위협들을
발산하는 존재로 NATO의 틀 내에서 공동 대응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경제상 중요 지역으로 역내 동맹·파트너와 보다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한 관여 증대
–호주·뉴질랜드와의
–
양자 무역협정 체결, CPTPP 가입을 포함한 경제교류 확대, 5개국
국방협력 파트너(영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와 훈련 강화, 지역안보
그룹 참여 증대,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안보협력, ASEAN 대화 파트너로서 동 기구와
협력, 규범기반 질서 및 가치 수호

3

분야별 전략

(기본 방향) 냉전 이후 현상 유지를 넘어, 통상·기후변화·인권·보건·사이버안보·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포스트 코로나 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래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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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증진, 디지털 경제규범 형성 선도
(기후 및 생물다양성) 2021년 COP26 의장국으로서 영국의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기후 회복성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하며, 국제기후
금융(International Climate Finance)에 30억 파운드 공여 등을 통해 인간계와 자연계의
관계 재설정을 위한 활동을 선도
(인권·민주주의) ‘선의의 힘(force for good)’으로서 동맹·유사입장국·시민사회와 함께
보편가치를 수호하여, 필요시 독자 행동
※ 특히 국내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왜곡정보(disinformation) 등의 위협에 대응할 것

(글로벌 보건) 향후 4년간 WHO에 대한 공여를 340만 파운드까지 30% 확대하여 WHO
개혁을 추진, 영국의 ODA를 활용하여 보건 시스템과 새로운 보건기술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성 확대 추진, 치료제와 백신 제조역량 향상 등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력 강화
(국방) 국내외 안보 및 국방 강화 전략 기조에 따라 4년간 국방비 증액(총 240억 파운드,
기존의 공약보다 165억 파운드 증액)을 통해 세계적 경쟁의 시대에 대비하고 전세계
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군을 현대화하며 영국의 국민·인프라·경제·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위협의 감지·억제·대응 노력을 강화. 기술과 외교독트린 차원의 변화를
포함한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핵탄두 보유한도 증대(180기→260기)를 통해
영국과 NATO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억제
(과학기술) 과학기술을 통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다른 목적 달성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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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으로 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외적
협력을 강화함.
(사이버공간) 책임감 있고 민주적인 사이버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포괄적 사이버
전략을 채택, 회복력있고 번영하는 디지털 UK를 실현,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을 감지·
중단·억제하기 위해 국가사이버군을 포함하여 영국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함.
(우주) 국방 및 민간 우주 정책을 망라한 포괄적 우주 정책을 채택하여 우주 분야에서
의미 있는 행위자로 도약함.
–우주사령부
–
신설(2021 여름), 로켓 발사 능력 확보, 우주분야 국제협력 증진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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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및 심각한 조직범죄대응) 대테러 담당관, 국내(MI5)·국외(MI6) 담당 정보기관
요원들, 통신정보 담당요원(GCHQ ) 및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 대테러작전센터(Counter
Terrorism Operations Centre) 신설, 국가범죄청(National Crime Agency) 및 지역 경찰
강화를 통해 심각한 조직범죄 대응력 강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30년까지 UN SDGs 달성과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PART 3

선도적으로 기여하여 개도국들이 무역과 경제성장을 통해 보다 자족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개도국 여아 교육 지원) 2025년까지 4백만 명 이상의 개도국 여아를 학교에 보내 최소

외교

12년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개방적·혁신적 디지털 경제) 영국을 글로벌 서비스, 디지털 및 데이터 허브로서 확립
–투자안보단(The
–
Investment Security Unit)을 신설하여 영국의 지적재산 및 기업들을
국가안보위협으로부터 보호  

2 영연방(The Commonwealth of Nations)
1

연혁

영국 식민지 중 1847년 캐나다가 자치권을 얻은 이후 1901년 호주, 1907년 뉴질랜드가
자치령(Dominion)이 되고 1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이들의 독자적인 내정, 외교권이
견고해짐.
1926년 제국회의(Imperial Conference)에서 각 자치령이 영국 국왕에 대한 공동 충성심
으로 단합되어 있되, 자유로운 연합인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의 일원으로서
내정, 외교의 모든 분야에서 상호 종속적이 아닌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결의가 채택됨
으로써 영연방이 탄생함.
–1931년의
–
웨스트민스터법에 의해 상기 원칙의 법적 근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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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 파키스탄이 독립하고 이어 여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독립하게 됨에 따라 회원국 수가 영국을 포함 54개국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명칭도 “The Commonwealth”로만 부르게 되었음.
1949년 영연방 총리 회의는 당초 영연방의 가입조건이었던 영국 국왕에 대한 충성
서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영국 국왕은 단순히 “독립구성국들의
자유로운 결합의 상징”임을 결의함에 따라 인도 등은 공화국이 된 후에도 계속 일원으로
남게 되었음.  
–영연방에
–
가입했다가 탈퇴한 국가는 아일랜드(1949)와 짐바브웨(2003)이며,
짐바브웨는 2018년 5월 재가입 신청 후 2021.5 현재 결과 대기 중
–파키스탄은
–
1972년 1월 탈퇴 후 1989년 8월에 재가입, 잠비아는 2013년 10월 탈퇴
2018년 2월 재가입, 피지는 1987년 탈퇴, 1997년 재가입, 2000년 탈퇴, 2014년 9월에
재가입, 몰디브는 2016년 10월에 탈퇴했다가 2020년 2월 재가입했음.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후 주권국가가 아니게 되면서 연방 회원자격을 잃었으나
연방변호사협회(Commonwealth Lawyers Association), 연방의회협회(Commonwealth
Parliamentary Association), 연방대학협회(Association of Commonwealth
Universities), 연방입법회의협회(Commonwealth Association of Legislative Counsel)
등 연방의 하위 조직들에 참여를 지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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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조건

역사적 경위로 인하여 과거 영국 또는 영연방 국가의 식민지였거나 해외영토이었던
국가들로만 구성(예외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모잠비크와 벨기에 및 독일의 식민지
였던 르완다)
–가입신청에
–
대해 기존 가입국들의 만장일치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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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국

현재 54개국으로 유럽 3개국(영국 포함), 아프리카 19개국, 아시아 8개국, 미주/카리브
13개국, 남태평양 도서국 11개국으로 구성
–16개
–
국가(영국 포함 시)들은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33개국은
공화국, 5개국은 독자적인 국왕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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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현황  
자메이카
Jamaica

세인트 루시아
Saint Lucia

호주
Australia

케냐
Kenya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바하마
The Bahamas

키리바시
Kiribati

사모아
Samoa

방글라데시
Bangladesh

레소토
Lesotho

세이셸 제도
Seychelles

바베이도스
Barbados

말라위
Malawi

시에라리온
Sierra Leone

벨리즈
Belize

말레이시아
Malaysia

싱가포르
Singapore

보츠와나
Botswana

몰타
Malta

솔로몬 제도
Solomon Islands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모리셔스
Mauritius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카메룬
Cameroon

모잠비크
Mozambique

스리랑카
Sri Lanka

캐나다
Canada

나미비아
Namibia

스와질랜드
Swaziland

외교

앤티가 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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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프러스
Cyprus

나우루
Nauru

통가
Tonga

도미니카
Dominica

뉴질랜드
New Zealand

트리니다드 토바고
Trinidad and
Tobago

피지
Fiji

나이지리아
Nigeria

투발루
Tuvalu

감비아
The Gambia

파키스탄
Pakistan

우간다
Uganda

가나
Ghana

파푸아 뉴기니
Papua New Guinea

영국
United Kingdom

그레나다
Grenada

르완다
Rwanda

탄자니아
United Republic of
Tanzania

가이아나
Guyana

세인트키츠네비스
St Kitts and Nevis

바누아투
Vanuatu

인도
India

몰디브
Maldives

잠비아
Zambia

특징

영연방은 사전에 특정한 목적을 두고 설립된 기구가 아니며 과거의 역사적 유대관계에서
발전된 회원국들의 자유로운 모임으로서 일반적인 상호 협력 및 결속 유지를 목적으로 함.
공식협정 없이 관습과 확립된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회원국 간 국내 문제 및 외교에
관해 상호 간섭하지 않음. 회원국들에게 어떤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주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하며 사안에 따라 공동입장을 선언하기도 함.
회원국 간에는 대사 대신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을 파견함. 이들은 외국 대사와
같은 특권·면제를 누리나, 대사들과는 달리 주재국 외교부가 아닌 각 정부 부처들과
직접 접촉하며, 영국 여왕과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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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연방회의

1966년부터 총리회의 명칭을 영연방 정상회의(Commonwealth Heads of Government
Meeting)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초기에는 부정기적으로 만나다가 1971년부터
개최지를 영국 외 국가로까지 확대하여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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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연방 정상들은 정상회의시 사전에 정해진 의제없이 만나며, 국제정치, 경제 및 영연방
협력 문제에 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하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외교

7

영국 여왕과의 관계

당초 영연방국들은 영국 국왕에 대하여 “공동의 충성심”을 지니는 것(owing a common
allegiance to the Crown)으로 되어 있었으나, 1949년의 총리회의에서 “자유로운 연합의
상징”이자 “영연방의 수장” (Head of Commonwealth)으로서 영국 국왕을 인정하기로
결정함.
현재 여왕은 영국 외에 아래 15개 국가들의 국가원수직을 겸하며 이들 국가에서는 총독
(Governor-General)이 여왕을 대표함. 총독은 해당 국가 정부의 건의에 따라 여왕이
임명함.
※ 영국 여왕이 국가원수인 국가
•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호주(Australia), 바하마(Bahamas), 바베이도스(Barbados), 벨리즈
(Belize), 캐나다(Canada), 그레나다(Grenada), 자메이카(Jamaica), 뉴질랜드(New Zealand),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세인트키츠 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세인트 루시아(Saint Lucia),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솔로몬 제도(Solomon Islands), 투발루(Tuvalu)
※	15개국을 제외한 여타 영연방 국가 중 브루나이(Brunei), 레소토(Lesotho), 말레이시아(Malaysia), 스와질랜드
(Swaziland), 통가(Tonga)는 자국의 국왕이 따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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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해외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ies)
영국 정부가 총독(Governor)을 통하여 국방 및 외교 업무를 책임지나 자체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을 두고 있음.
2021년 5월 현재 아래와 같은 15개의 해외영토가 있음(해외영토시민권 부여기준으로는
13개,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가 제외됨)
• 앵귈라(Anguilla)
• 버뮤다(Bermuda)
• 영국령 남극 지역(British Antarctic Territory)
• 영국령 인도양 지역(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 케이만제도(Cayman Islands )
• 포클랜드제도(Falkland Islands)
• 지브롤타(Gibraltar)
• 몬트세랏(Montserrat)
• 핏케언, 헨더슨, 듀시, 오에노 섬(Pitcairn, Henderson, Ducie and Oeno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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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 헬레나 섬 및 그 해외영토(어센션섬, 트리스탄다쿠냐 섬)(St Helena and
St Helena Dependencies(Ascension, Tristan da Cunha)
• 터크스 카이코스 제도(The Turks and Caicos Islands)
•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 아크로티리(Sovereign Base Areas of Akrotiri)
• 데켈리아(Sovereign Base Areas of Dhekelia on Cyp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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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왕실령(Crown Dependencies)
채널제도의 건지 섬(the Bailiwick of Guernsey)과 저지 섬(the Bailiwick of Jersey),
그리고 맨 섬(the Isle of Man)의 세 곳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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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실의 자치구역(self-governing dependencies of the Crown)으로서, 영국 여왕이
각 섬의 수장(the Head of State)이나, 독자적인 의회·행정·재정·사법 시스템과 법원을
보유함.

외교

–독자적인
–
법률 체계가 있어 각 왕실령의 동의 없이는 영국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
국제적으로는 그 자체로 독립 국가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영국과 영국 해외영토에
속하지는 않지만, 영국이 국방과 외교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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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경제

1. 경제 일반
2. 최근 경제동향
3. 런던 금융시장 현황
4. 보수당 정부의 경제정책

1 경제 일반
1 	영국 경제는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과 생명과학, 항공우주, IT 등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2019년 기준 총 GDP 2조 8,308억불로
세계 6위의 경제대국임.
< 2019년 글로벌 경제 규모(2020 IMF World Economic Outlook, 명목 GDP 기준) >34)

GDP(억불)

1

2

3

4

5

6

7

12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한국

214,332

144,017

50,799

38,616

28,689

28,308

27,158

16,467

영국은 제2차 대전 이전에 전 세계 교역량의 약 26%를 차지하면서 세계 제2위 무역대국의
지위를 누린 바 있으며, 현재도 세계 4위 수준의 무역국가로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교역
규모의 비중이 약 64% 수준으로 교역 비중이 미국, 중국 등 주요 무역 국가를 상회하는
대외교역 지향 국가임.
※ 교역규모(억 달러, 2019, WTO35)) : 미국 55,669, 중국 51,475, 독일 33,820, 영국 18,074, 일본 17,938, 프랑스
17,928, 한국 12,735
※ GDP 대비 교역규모(%, 2019, World Bank) : 독일 88, 한국 77, 프랑스 65, 영국 64, 중국 36, 미국 2636)

2 	영국의 산업구조의 경우 1970년대에는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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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도였으나, 이후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어 왔음.
2019년 기준으로 영국 경제(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준인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9.7%에 불과37)
영국의 제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졌지만 고용 및 투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산업으로서 경상수지에 기여하는 등 여전히 영국 경제의
34)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1.3.22일 확인
35)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20, 21. 3. 22일 확인,
36)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E.TRD.GNFS.ZS, World Bank, 3.22일 확인
37) M
 anufacturing: Key Economic Indicators(21.3.12), Service industries: Key Economic Indicators(21.3.12),
House of Commons, 21.3.22일 확인

84

근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전통적인
–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제약 및 생명산업, 항공우주, 정보
통신, 소재, 에너지, 환경 등 영국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제조업 구조를 재편
–영국은
–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자원, 숙련된 노동력 및 유연한 노동시장, 금융
지원, 우수한 국제적 물류기반 및 연결 서비스 등을 제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

3 	영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기준으로 전 세계 9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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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3위)이며, 특히 금융경쟁력의 경우 세계 1위의 외환 및 장외파생
상품거래38),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자산운용 규모39)를 자랑하는 명실
상부한 국제금융의 중심지임.

경제

국가신용등급은 3대 신용평가회사(무디스, 피치, S&P)로부터 장기간 최상위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브렉시트 결정 이후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하락함.
※	WEF 국가경쟁력 순위(2019) : ①싱가포르 ②미국 ③홍콩 ④네덜란드 ⑤스위스 ⑥일본 ⑦독일 ⑧스웨덴
⑨영국40)
※	2016.6월 : S&P (AAA → AA), Fitch (AA+ → AA), 2017.9월 : Moody’s (Aa1 → Aa2), 2020.3월 Fitch
(AA → AA-), 2020.10월 Moody’s (Aa2 → Aa3)41)
※	금융중심지 평가 순위(2021.3월,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24) : ①뉴욕 ②런던 ③상하이
④홍콩 ⑤싱가포르 ⑥베이징 ⑦도쿄 ⑧센젠 ⑨프랑크푸르트, (서울 16위)42)

4 	영국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3년 오일 쇼크 이전까지 프랑스,

독일 등 여타 서유럽 국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음(1960～1973년까지 GDP 성장률 평균 2.9%, OECD).
오일 쇼크 이후 1970년대 말까지는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 높은 실업률 등 경기부진이
계속되어 소위 ‘유럽의 환자(the sick man of the Europe)’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IMF로
부터 230억 파운드의 긴급 구제금융(1977년)을 받기도 하였음.
38) BIS foreign exchange turnover, OTC interest rate derivatives turnover(2019), 21.3.22일 확인
39) The Global City, 21.3.22일 확인
40)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 2019 Rankings, 21.3.22일 확인
41) Bloomberg, 21.3.22일 확인
42)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29, 21.3.2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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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대처 총리의 보수당 집권 이후 1980년대 말까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or
Thatcherism) 기조 하에 국영기업의 민영화, 감세, 금융 빅뱅(Big Bang) 등 주요 부문의
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음.
–대처
–
총리의 집권 초기에는 제2차 오일쇼크와 겹쳐 GDP가 5.9% 감소하기도 하였
으나, 대처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조치로 1988년에는 GDP 성장률이 5%에 이르는 등
경제가 회복됨.
–대처
–
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 고용보다는 물가 안정을 중시한 결과, 1984년에 실업자
수가 340만 명에 이르는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기도 하였으나, 1980년대 말에는 경제
성장과 함께 16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함.
영국 경제는 1990년대 초반 세계경제 불황에 따라 다시 일시적인 경기침체를 겪어 1993년
초에는 실업자 수가 300만 명에 육박하였으나, 1997년 말에는 다시 17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가 회복되었음.
1997년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집권하였는데, 블레어 총리 집권
10년 동안 영국경제는 2008년 2분기까지 40분기 연속 성장을 시현함.
–1990년대
–
이후 영국 경제는 여타 유럽국가보다도 견실한 성장을 지속(199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2.7% 경제성장률 기록)하였고, 특히 금융 부문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하였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산업 비중이 높은 영국에도 큰 타격을 가해 구조조정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과정에서 대형은행의 국유화 등이 추진됨.
–2008년
–
2월 노던락(Northern Rock)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국유화한데 이어,
2008년 10월에는 당시 자본규모로 세계 5위 수준이었던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Royal
Bank of Scotland)를 국유화하였고, 로이즈뱅킹그룹(Lloyds Banking Group)의 정부
지분율도 43%로 확대됨.
–금융
–
위기는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어 금융위기 직전(2008.6) 약 160만 명 수준이었던
실업자 수가 2009.10월에는 약 250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9년 경제성
장률이 -4.4%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시작됨.
2010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양적완화 정책 등 초완화적 통화정책,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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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화 정책 등을 통해 경제회복과 국가신용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음.
2016.6월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 경제는 소비 증가세 지속 등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17년 이후 브렉시트 협상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기업투자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
2019년에는 EU 탈퇴 시한이 거듭 연장*되면서 브렉시트 협상 실패(No-deal)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 데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부진을 지속
* 영국의 EU 탈퇴시한 : 2019.3.29 → 2019.4.12 → 2019.10.31 →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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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국적 이동제한조치가 3차례 시행되면서 경제가 큰
폭의(-9.9%) 역성장*을 기록
* 20.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9.8%로 분기자료 산출을 시작한 195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경제

역성장을 기록

–코로나19
–
발생 초기인 2월에는 공항검역 강화, 위험지역 여행자제 권고 등의 방안을
실시하였다가 3월 들어 일일 확진자가 1천 명을 상회하면서 1차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
(’20.3.23∼5.10)
–11월에도
–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2차 이동제한(’20.11.5∼12.2)을 다시
실시한데 이어 금년 1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감염자 급증으로 3차 이동제한
조치를 또다시 시행
2021년 이후에는 빠른 백신 접종, 점진적 경제활동 정상화,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영국
–
정부는 금년 2.15 70대 이상 약 1,500만 명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데 이어
4.15까지 50대 이상 약 1,7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 후 여타 성인 2,100만 명에
대해서도 7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
※ 2021.5.12 현재 영국 백신 1차 접종률 68.2%43)

–이와
–
함께 고용안정,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등을 통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43) https://coronavirus.data.gov.uk/details/vaccinations (’21.5.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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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EU 탈퇴와 관련해서는 전환기간 종료(’20.12.31) 이후 「통상관계협정(UK-EU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 따라 새로운 교역관계 설정 과정에서 통관절차
신설, 기업의 공급망 변화 등으로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영국과
–
EU는 금융서비스 투명성 제고 및 금융감독 공조 강화를 위해 2021.4.1 금융
서비스 규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영국 내 금융회사들은 EU 금융서비스
시장 접근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부문,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이전

2 최근 경제동향
1

경제 성장44)

영국경제는 1992년 이후 금융위기 이전 2008년 1/4분기까지 6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하는 등 주요 선진국 중 최장기간 경제성장을 지속함.
그러나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2/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
으며 2009년에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폭인 -4.1%의 경기침체를 경험함.
–2010년
–
중 일시 회복되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유가상승, 소비부진 등으로
2011-12년 1% 중반대의 저조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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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하반기 런던올림픽을 기점으로 2013년부터 3년간 2% 이상의 성장세 시현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에도  큰 충격 없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였으나
2017~9년 들어 1% 중반대로 경제성장률 둔화됨.
–성장률
–
둔화의 주요 요인은 △파운드화 약세 등에 따른 물가상승과 저조한 임금상승
률이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져 가계의 소비지출(2018년 현재 영국 GDP의 62.3%)
위축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노딜 우려)으로 기업투자 지연 등
※ 가계 소비지출(%,전년대비) : 3.7(’16년)→1.0(’17년)→1.3(’18년)→1.1(’19년) 총자본형성(투자,%,전년대비) :
4.4(’16년)→2.8(’17년)→0.4(’18년)→1.5(’19년)

44) ONS, GDP first quarterly estimate, UK: October to December 2020, ’21.2.12)(’21.3.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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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성장률은 –9.9%까지 하락하는 등 300년45)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실업률은4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44년 이래 최저 수준인
3.8%(’19.3월)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1%(’20.12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임금상승률*은
–
부진한 노동생산성** 등을 반영하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06~’07년
중 3.8~6.7%)을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16~’19년 중 2.0~3.9%)하다 2020년 중에는
–1.3%까지 하락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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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상승률47)(%, 전년동기비) : 2.6(’17.12월) → 3.6(’18.12월) → 3.9(’19.6월) → 2.7(’19.12월) →
-1.3(’20.6월) → 4.7(’20.12월)
**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의 디레버리징, 제조업의 중간재 수입가격의 상승 및 기업들의 브렉시트 관련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위축 등에 주로 기인48)

소비자물가는49) 2016년 0%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2017~18년 중에는 목표수준
(2%)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함
–브렉시트
–
결정(’16.6월) 이후 파운드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에너지
(교통, 유틸리티 등) 및 음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증대된 데 주로 기인
–2020년
–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에다 낮은 에너지 가격* 및 정부의
부가세 감면 조치 등으로 0%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국제유가50)(WTI선물, USD/bbl,연평균):64.8(’18년)→57.0(’19년)→39.6(’20년)
** 소비자물가상승률(%):1.3(’19.12월)→1.5(’20.3월)→0.6(’20.6월)→0.5(’20.9월)→ 0.6(’20.12월)

45) 1
 709년 유럽의 대혹한기(Great Frost)로 인해 -13.4% 성장(‘A millennium of macroeconomic data’, 영란은행,
2017)(’21.3.19일 확인)
46) Bloomberg(티커:UKUEILOR, ’21.3.19일 확인)
47) Bloomberg(티커:UKAWMWHO, ’21.3.19일 확인)
48) S
 ilvana Tenreyro(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 The fall in productivity growth: causes and implications’, 2018)
(’21.3.19일 확인)
49) Bloomberg(티커:UKRPCJYR, ’21.3.19일 확인)
50) Bloomberg(티커:CL1 Comdty, ’21.3.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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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표 추이 및 예산책임청(OBR)의 경제전망 수정(’21.3.19현재)51) >
실적치

전망치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GDP

1.4
(0.2)

-9.9
(1.4)

4.0
(-1.5)

7.3
(0.7)

1.7
(-0.6)

1.6
(-0.1)

1.7
(0.0)

1인당 GDP

0.9
(0.2)

-10.4
(1.4)

3.8
(-1.5)

6.9
(0.7)

1.4
(-0.6)

1.3
(-0.1)

1.5
(0.0)

소비자 물가상승률

1.8
(0.0)

0.9
(0.0)

1.5
(0.3)

1.8
(0.2)

1.9
(0.2)

1.9
(0.0)

2.0
(0.0)

실업률

3.8
(0.0)

4.5
(0.1)

5.6
(-1.2)

5.9
(-0.6)

5.1
(-0.3)

4.5
(0.0)

4.4
(0.0)

(전년대비 증가율, %; 괄호 안은 2020.11월 전망치 대비 증감)

2

재정

2020년 들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
–경제활동이
–
위축된 가운데 정부의 세금 감면 및 각종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로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크게 증가(공공순차입 : ’19년 571억→’20년 3,546억 파운드, 6.2배)
영국 정부는 2021년 예산안52)(2020.3월)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한편, 부실해진 재정을 지속가능한 경로로 회귀시키기 위한 조치를 동시에 추진 중
–국민들의
–
삶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기존 정책*들은 연장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재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
* 고용지원, 자영업자 소득보전, 주택취득세 및 부가세 일부 감면 등
** 법인세율 인상(19% → 25%), 개인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공제규모 동결 등
*** 대규모 투자세액 공제, 특별경제지역(8개의 자유항) 지정 등

2021/22년 세출 예산은 10,533억 파운드로 전년도(11,409억)에 비해 7.7%(876억)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이전(2019/20년 8,852억)에 비해서는 19% 증가한 수준
51)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21.3월)(’21.3.19일 확인)
52) Budget 2021(재무부, 202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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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율*은
–
2019/20년에 GDP 대비 33.4%로서 2018/19년(34.0%)에 비해 소폭
하락
* 명목GDP 대비 세입 비율(Tax as a share of nominal GDP)

< 예산책임청(OBR) 재정 전망(’21.3월 현재)53) >
실적치

전망치

2019/20

2020/21

2020/22

2020/23

2020/24

2020/25

2020/26

8,852

11,409

10,533

9,923

10,301

10,687

11,115

(39.8)

(54.4)

(46.5)

(41.8)

(41.9)

(41.9)

(41.9)

8,282

7,863

8,193

8,854

9,447

9,942

10,378

(37.2)

(37.5)

(36.2)

(37.3)

(38.4)

(39.0)

(39.1)

571

3,546

2,339

1,069

853

744

737

(2.6)

(16.9)

(10.3)

(4.5)

(3.5)

(2.9)

(2.8)

17,980

21,980

25,030

26,310

27,470

27,610

28,040

(84.4)

(100.2)

(107.4)

(109.0)

(109.7)

(106.2)

(103.8)

정부부채

(84.4)

(107.6)

(107.2)

(107.8)

(109.3)

(110.0)

(110.4)

조세부담율

33.4

33.6

32.3

33.4

34.4

34.9

35.0

세출(A)

PART 4

세입(B)

경제

공공 순차입
(A-B)
공공순부채

(억£; 괄호 안은 GDP 대비 %)

3

교역

영국 상품수출은 브렉시트 투표(2016.6월) 이후 파운드화 약세에 힘입어 2019년까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20년에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크게 감소
–수입도
–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 대폭 감소
–EU와의
–
교역은 2019년 이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증대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크게 위축

53)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21.3월)(’21.3.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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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연도별 상품무역54) 현황(Bloomberg) >
(단위 : 억 파운드, ( )은 전년대비 증감율(%))

합계

EU

Non-EU

구분

2015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2,817

3,978

-1,161

1,333

2,189

-857

1,484

1,789

-305

2,976

4,304

-1,328

1,423

2,366

-943

1,552

1,938

-385

(5.6)

(8.2)

(6.8)

(8.1)

(4.6)

(8.3)

3,362

4,716

1,636

2,581

1,726

2,135

(13.0)

(9.6)

(15.0)

(9.1)

(11.2)

(10.2)

3,511

4,880

1,730

2,663

1,782

2,217

(4.4)

(3.5)

(5.7)

(3.2)

(3.2)

(3.8)

3,730

5,038

1,706

2,681

2,024

2,356

(6.2)

(3.2)

(-1.4)

(0.7)

(13.6)

(6.3)

3,115

4,275

1,449

2,260

1,666

2,015

(-16.5)

(-15.1)

(-15.0)

(-15.7)

(-17.7)

(-14.5)

2016
-1,354

-945

-409

2017
-1,368

-933

-435

2018
-1,308

-975

-333

2019
-1,160

-811

-349

2020

4

에너지 산업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영국의 에너지 산업은 2019년 GDP의 2.5%, 총 투자의 9.1%, 산업 투자의 29.5%, 산업
고용의 6.0%(17.7만 명) 차지
–대륙붕
–
유전개발 간접고용 인력으로 12.1만 명 추산
영국의 에너지 총생산은 2019년 1억 3,020만 석유환산톤(TOE)으로 2000년 대비 55%
하락한 수준
–1981년
–
북해 석유·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
생산유전 노후화 및 고갈로 생산량이 지속 감소해왔으며 2018-19년도에는 1억 3천만
석유환산톤(TOE) 수준을 유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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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21.3.22일 확인)

에너지 총소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환손실 감소로 지난 10년간 점차 줄어들어
2019년 기준 1억 4,200만 TOE 기록
–부문별로는
–
운송(Transport) 부문이 5,670만 TOE로, 자원별로는 석유가 6,310만
TOE로 가장 많았음.
–전력생산을
–
위한 발전원으로는 가스, 풍력 및 태양광, 원자력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 발전원별 비중 : 가스(40.6%), 풍력 및 태양광(23.8%), 원자력(17.3%), 석탄(2.1%) 등임

2019년 기준 발전용량은 신재생(Renewable, 47.2GW)과 복합사이클가스터빈(CCGT,
31.5GW)이 전체의 76% 차지
PART 4

–신재생
–
에너지원별 전력생산(TWh) : 해상풍력(32.1), 육상풍력, 태양광(12.9), 수력(5.9)

경제

5

금융

2019년 현재, 영국 금융산업은 영국 경제에서 약 1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110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2020년 중 총 세수의 10%(711억 파운드)를 부담하는 등 전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자료 TheCityUK, City of London55))
–지역별로는
–
런던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2018년 기준 금융산업 전체 생산의 50%를 차지,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남동부(South East) 9%, 스코틀랜드 7%로 런던과의 차이가 큼.
–은행
–
부문으로부터의 세수는 307억 파운드 수준으로 2016-17년 회계연도 이후 매년
300억 파운드를 상회
은행 : 총자산 전세계 5위, 국경 간 차입 및 대출 1위, 외환거래 1위
–(총자산)
–
2019년 기준 영국 은행권의 총자산은 10.2조 US$(8조 파운드)로 중국(42조
US$), 미국(19조 US$), 일본(12조 US$), 프랑스(11조 US$)에 이어 전 세계 5위 수준이며,
유럽 내에서는 프랑스에 이어 2위
–(국경
–
간 차입·대출) 2020년 2/4분기 중 전 세계에서 발생한 국경 간 차입의 18% 및
국경 간 대출의 15%가 영국에서 이루어져 가장 높은 수준

55)	https://www.thecityuk.com/assets/2020/Reports/8716847a2f/Key-facts-about-the-UK-as-aninternational-financial-centre-2020.pdf
https://www.cityoflondon.gov.uk/assets/Business/total-tax-contribution-2020.pdf

93

–(외환거래)
–
2019년 4월중 전 세계 외환거래의 43%가 영국에서 이루어져 가장 높은 수준
(일평균 거래량 3.6조 US$)이며, 미국에서 거래되는 달러화의 약 2.5배, 일본(5%)의
약 8배에 가까운 규모가 런던에서 거래
보험 : 보험료 수입 유럽 내 1위(전 세계 4위)
–2019년
–
중 영국의 보험료 수입(premium)은 3,660억 US$로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수준(전 세계 4위)
* 미국(24,610억 US$), 중국(6,170억 US$), 일본(5,900억 US$), 영국(3,660억 US$), 프랑스(2,630억 US$) 등

주식시장 : 상장 해외기업 수(384개) 전세계 6위
–2021년
–
1월말 현재 런던증권거래소(LSE, London Stock Exchange)에 상장된 주식 시
가총액은 3.7조 US$로 전 세계 8위 수준
*	2021년 1월말 거래소 시가총액(US$) : NYSE(24.5조), NASDAQ(19.3조), 홍콩(6.5조), 동경(6.4조),
선전((4.9조), Euronext(4.9조), LSE(3.7조) 등(자료 : Statista56))

–2020년
–
중 LSE를 통해 IPO가 이루어진 금액은 79억 U$로 전세계 4위, 유럽내 1위 수준
* 2020년 중 국가별 IPO 규모(US$): 미국(1,774억), 중국(566억), 홍콩(321억), 영국(79억), 일본(33억),
독일(13억) 등(자료 : PwC57))

채권 시장 : 해외채권 규모 전세계 1위
–2020년
–
1/4분기 중 영국 내 해외채권(International bonds) 규모는 3.2조 U$로 글로벌
채권거래의 13%, 유로본드 거래의 63%를 차지하는 등 전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수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펀드 운용 : 해외고객 자산 4.6조 US$(37%)
–2019년
–
말 현재 영국의 펀드관리자산(Assets under Management)은 12.6조 US$로,
미국(38조 US$)에 이어 전세계 2위 수준
–이중
–
4.6조 US$가 해외 고객의 수탁자산이며, 지분 및 채권 투자의 해외투자 비중이
각각 70.7% 및 50.2% 수준
56)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0126/largest-stock-exchange-operators-by-marketcapitalization-of-listed-companies/
57)	https://www.pwc.com/gx/en/services/audit-assurance/ipo-centre/ipo-journey/ipo-watch-dataexplo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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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은행(영국중앙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6차례 정책금리를 인하(5%→0.5%)하였으며 2016년 8월 추가로
인하하여 0.25% 수준을 유지
브렉시트 결정에 이은 파운드화 약세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과 2018년 8월 정책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여 0.75%를 유지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2020년 3월 정책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여 현재 0.1%를 유지
PART 4

–아울러
–
국채 및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매입프로그램(APF) 한도를 2020년 중
3차례 상향조정(4,450억 → 8,950억 파운드)

경제

6

국제수지 및 환율

영국의 경상수지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파운드화 약세,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적자 규모가 일부 감소하였으며 2019년 이후로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무역규모가 감소하면서 적자폭도 축소
–2020년
–
3분기까지 2019년 영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463.2억 파운드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34% 감소
< 경상수지58)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규모(억£)

-909

-964

-1084

-780

-789

-686

-463

GDP대비 비율(%)

-4.9

-5

-5.4

-3.8

-3.7

-3.1

-2.9
*1~9월 중 기준

한편 영국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우위에 있어 상품수지는
적자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수출입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지속
–서비스
–
수지의 지속적인 흑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경쟁력 취약 등으로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시현

58) ONS(’21.3.2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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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수지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상품수지(억£)

-1,210

-1,161

-1,328

-1,354

-1,368

-1,308

-731

서비스수지(억£)

920

879

967

1055

1114

1033

903
* 1~9월 중 기준

미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는 2014.7월 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파운드당
1.7128달러까지 상승한 뒤 하락세를 이어오다 2016.6월 브렉시트 찬성 국민투표 이후
크게 절하(’16년 말 1.2340달러/파운드), 이후 일정 범위(1.2~1.4)내에서 등락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EU와의 미래관계 협상 진척과 백신 개발 및 접종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파운드
–
: 1.3257(’19.12월) → 1.1485(’20.3월) → 1.2401(’20.6월) → 1.3670(’20.12월)
→ 1.3872(’21.3월)
파운드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파운드의 상대적 약세로 2016.
10월 파운드당 1,364원까지 급락한 이후 1,400~1,600원 구간에서 횡보하다 2021년도에는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1,600원에 근접
–원/파운드:1,733.7(’15.12월)→1,491.1(’16.12월)→1,443.0(’17.12월)→1,421.8
–
(’18.7월)→1,532.2(’19.12월)→1,489.1(’20.12월)→1,566.4(’21.3월)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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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투자 확대 요인과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투자 위축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 2021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한다면 2021년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부동산
–
투자기업 CBRE의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영국 부동산투자는 370억 파운드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규모임.
2020년 말 현재 영국 주거용 부동산의 총 가치는 7조 5,600억 파운드로 전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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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억 파운드(5.3%) 증가한 것으로 추정59)
–주식시장(FTSE100)
–
시가총액의 4배 수준으로 2015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
–코로나19
–
대유행으로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넓은 주택에 대한 선호 증가 및 정부의
취득세 일부 감면 조치(’20.7월) 등에 주로 기인
영국 주택가격 상승률60)(전년 동월 대비)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
2019.7월 0.6%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일부 회복(’20.3월 2.6%)
–이후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4월 0.7%로 급락하였으나 7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
PART 4

*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 5.2%(’16.12월) → 4.6%(’17.12월) → 2.0%(’18.12월) → 0.9%(’19.12월) →
8.5%(’20.12월)

–주택가격(평균치)은
–
꾸준히 올라 브렉시트 결정 이전인 2015.12월에 20.5만 파운드에
경제

서 2020.12월 현재 25.2만 파운드로 상승
2020년 중 영국의 건설생산*은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금융위기(’09년 –13.2%)
이후 최저 수준인 12.5% 침체61)
* 2020년 중 창출된 총부가가치(GVA, Gross Value Added)의 6.2%를 차지

–이는
–
신규건설(–15.2%) 및 기존건물 유지 보수(-7.5%) 모두 크게 침체된 데 기인
주택담보대출62)(secured on dwelling) 규모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12월말 현재 1조 4,956억 파운드로 GDP대비 76% 수준임.*63)
* 2017.12월 65% → 2018.12월 66% → 2019.12월 67% → 2020.12월 76%

59)

Savills, UK housing value hits record £7.56 trillion high(’21.3.12)(’21.3.22일 확인)

60)

ONS(’21.3.22일 확인)

61)

ONS, Construction output in Great Britain(’21.2.12일)(’21.3.22일 확인)

62)

BOE(티커 LPQVTXK)(’21.3.22일 확인)

63)

ONS(티커 ABMI)(’21.3.2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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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런던 금융시장 현황
1

런던 금융시장의 위상

런던 금융시장은 뉴욕, 동경과 함께 세계 3대 금융시장의 하나로, 뉴욕, 동경 금융시장이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반면, 런던은 활발한 대외교역 등으로 인해 금융
시장이 발달
–런던
–
금융시장 생성은 18세기 초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실물거래에 따르는
자금수요 뒷받침, 선박·해운의 위험분산 목적으로 금융·보험 수단이 활용됨에 기인
–1970～80년대에
–
걸쳐 기관투자자의 성장, 금융정보화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수용
하고, 외환시장 자유화(1979) 및 증권시장 자유화(1986, Big bang)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통해 기반 마련
<주요국의 금융거래별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 %)

구분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기타

국제간 은행 차입거래(20.2분기)

18

13

5

12

7

45

외환 거래(19.4월)

43

17

5

2

1

32

장외 파생상품거래(19.4월)

50

32

2

2

1

13

보험료(19년 말)

6

50

9

5

5

25

* 출처 : TheCityUK(Key Facts Report, ’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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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글로벌 금융컨설팅업체인 ZYEN이 발표한 글로벌 금융허브 경쟁력 조사
결과, 런던은 뉴욕에 이어 2위를 차지64)

2

금융업의 영국경제 기여도(자료 : 英 의회65))
(부가가치) 2019년 중 금융분야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총 1,320억 파운드로 영국 전체
창출 부가가치의 6.9%를 차지

98

64)

https://www.zyen.com/publications/public-reports/global-financial-centres-index-29/

65)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6193/

–금융위기
–
직후인 2009년 9%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는 상황
–지역적으로는
–
런던에서 전체 금융 분야 부가가치의 약 50%를 창출
(고용) 2020년말 1/4분기 현재 금융 분야는 약 110만 명을 고용하여 전체 고용의 약
3.2%를 담당중이며,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연관 서비스를 포함 시 약 203만 명의 고용을
창출
–2009년
–
121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후 다소 하락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는 상황
PART 4

(금융서비스 수지) 2019년중 614억 파운드의 금융서비스 대가를 해외에서 수취하고
106억 파운드의 금융서비스 대가를 해외에 지출하여 603억 파운드의 금융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전세계 1위, 2위 미국 469억 파운드)

경제

–금융
–
분야의 서비스 대가 수취액은 전체 서비스 대가 수취액의 약 25%를 차지
(세금) 2020년 중 금융 분야는 711억 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하여 전체 세수의 10%를 부담

4 보수당 정부의 경제정책
1

영국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

2010년 집권한 영국 보수당 정부는 전임 노동당 정부의 과다한 재정적자로 인한 문제
의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중시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왔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경제회복에 보다 비중을 둔 기조로 전환
영국 정부는 2021.3월 발표 2021-22회계연도(2021.4월~2022.3월)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
19 상황 지속에 대응한 경제정책 운용방안 제시
–①코로나19로부터
–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국민들의 삶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경제적
지원 지속, ②부실해진 재정을 지속가능한 경로로 회귀시키기 위한 조치 시행, ③코로나
19 이후의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 등 3가지 기본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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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사태에 대응한 경제회복 가속화와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되, 세수 확보보다 경제회복 활성화 중점 추진
(재정 건전성 강화) 중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이 이루어지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함에 따라 세수증대 대책 추진
–법인세율을
–
현행 19%에서 2023년 최대 25%(이익이 25만 파운드 초과 시)로 인상하여
2025년까지 매년 170억 파운드의 추가 세수 확보
–개인소득세
–
공제규모를 2026.4월까지 동결하여 점진적인 세수 증대
–조세회피
–
방지 조치 등을 통해 2025-26회계연도까지 22억 파운드 확보 기대
(투자주도 경제회복) 경제회복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기술 및
자본 접근성 개선 등 투자기회 확충 노력 경주
–대규모
–
투자시 세금 공제를 실시하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보급,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 지원
–기후변화
–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국 인프라 은행(UK Infrastructure Bank)
을 설립하고, 민간 및 지방정부의 인프라 구축 사업시 자금 지원
–세금감면,
–
통관절차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8개의 자유항
(freeport)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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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

존슨 정부는 2021.3월 2021-22 회계년도 예산안과 함께 “더 나은 재건을 위한 성장 계획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을 발표
–동
– 계획은 단기적인 경제회복을 너머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및 성장
원천 모색과 더불어 EU 탈퇴에 따라 완전한 주권을 가진 교역국으로서 새로운 경로
모색
–동
– 계획은 May 정부가 2017년 산업전략(2017 Industrial Strategy)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제전반 접근법 제시 이후 발생한 큰 변화를 감안한 더 나은 재건 방안에
대한 새로운 틀로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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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재건을 위한 성장 계획이 경제회복과 국가적 단결 및 도약의 기초로서 기능하기
위해 인프라(infrastructure), 직업능력(skills), 혁신(Innovation) 등 3가지 분야(pillar)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 제시
① (인프라) ▲브로드밴드, 도로, 철도 및 도시에 집중 투자를 통한 단기 경제활동 촉진
및 장기 생산성 개선 도모, ▲지방 지역 투자 펀드를 통한 연계성 강화, ▲녹색산업혁
명을 위한 10대 계획 프로젝트 120억 파운드 투자를 통한 순배출 제로 달성 도모, ▲
영국 인프라 은행을 통한 민간 및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원
② (직업능력) ▲교육부문 변화 추가 투자 및 기술교육 개혁 등 고품질 직업능력 및 훈련을
질에 초점을 둔 개선 조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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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생산성 성장 지원, ▲평생 학습을 위한 평생 직업능력 보증 도입, ▲견습제도의

③ (혁신) ▲미래 고성장, 지속가능, 안정적 경제를 형성하는 창조적 사고 및 기술 개발을
확대기업 펀딩 지원 등을 포함하는 혁신지원 금융접근 지원, ▲혁신지원을 위한 규제
제도 개발, ▲중소기업 대상 새로운 생산성 제고 제도를 통한 성장 지원
경제성장의 지향점으로 영국 전체의 도약(Level up the whole of the UK), 순배출
제로 전환 지원(Support the transition to Net Zero), 글로벌 영국 비전 지원(Support
our vision for Global Britain) 등 3가지 제시
① (영국 전체의 도약) ▲영국 전역 소도시의 활력 제고, ▲모든 지역 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최소 1곳 확보 비전 실현, ▲디지털 및 운송 연계성 확보를 통한 전 지역
개인의 일자리 및 기회 접근 제고, ▲지역간 결속 강화
② (순배출 제로 전환 지원)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온실
가스 순배출 제로 분야 투자, ▲저탄소 수소 생산, 탄소 포집 및 저장 등을 포함한
순배출 제로 관련 현행 산업 육성 및 신생 산업 부상 촉진
③ (글로벌 영국 비전 지원) ▲G7 및 COP26 등을 통해 국내 우선과제에 대한 국제적
행동을 고무하고 형성하기 위한 파트너와의 협력,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롤모델이 되는 개방성, 다자시스템과 세계무역기구(WTO)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영국 업계의 무역기회 확대를 위한 특혜협정 및 양자무역관계 활용, ▲성장계획과
분야별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새로운 수출 전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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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한 지원 및 유인 제공, ▲연금펀드의 고성장 회사 투자 방해요인 개혁, 신생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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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1. 국방일반
2. 군사력 현황
3. 방위산업 현황
4. 최근 군사동향
5. 한·영 군사교류 현황
6. 한국전 참전 및 참전용사협회 현황

1 국방 일반66)
1

국방 목표

국민, 영토, 주요 국가 기반시설, 생활 방식 보호

2

국방정책

과학 기술을 통한 전략적 우위 유지
개방된 미래 국제 질서 형성
국내, 국외 안보 및 국방 강화
국내, 국외 회복성 구축

3

군사전략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군 현대화 및 5개 영역 통합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 증대 (나토, 미국, 인태지역 등)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적 참여가 가능한 군으로 진화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연구·개발에 집중, 혁신 및 실험 증진

4

국방비(2020-21회계연도) : 413억 파운드

5

병역제도 : 모병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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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합 검토서 (Integrated Review) 16.March.2021

6

각군 상징(Emblem)

국방부

7

해군

육군

공군

해병대

국방부

특성
PART 5

–문민통제
–
조직이며 다수(4인)의 국무상이 업무분담
※ 장관 + 4인의 국무상 : 정치인으로 임명,
사무국무상 : 국방부의 행정책임자 / 행정관료

국방

–3군
– 통합조직 / 국방총장이 3군 및 통합 사령부 통합 지휘
【 국방부 조직도 】
국방부 장관 (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사무차관

국방총장

국방부총장

육군총장

군무차관

해군총장

정무차관

공군총장

획득 차관

국방인사
보훈 차관

전략사령관

국제전략
본부장

지방획득
지원청장

재무본부장

과학고문

안보정책
본부장
군사전략
본부장
재정/군사
전력 본부장

직할/독립부대(조직)
- 전략사령부(상설합동작전본부)
- 육/해/공군 사령부
- 우주 사령부
- 국방획득/지원청(DE&S)

핵 본부장
정보
본부장
인사
본부장
군수
참모부장

- 방위안보수출청(DSE)
DIT 산하
(국방부 파견인원들이 근무)
- Defence Academy
(국대원, 합참대)
각 군 사관학교: 각 군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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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력 현황
1

총병력67)
(단위 : 명)

육군

해군/해병

공군

계

비고

80,810

33,520

32,920

147,250

현역기준
(2021.1.1.기준)

예비군 : 37,100명
민간공무원 : 58,850명
네팔용병(Gurkhas) : 3,720명
해외파병 현황 : 유럽 3,830명, 아시아 990명, 중동/북아프리카 470명, 독일 540명 등68)
외국군 주둔 현황 : 미군 약 10,000명

2

부대 편성 / 주요 장비69)
육군

해군

공군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전차 : 1,175대

잠수함 : 10척
(ASTUTE급 마지막 2척 건조 중)

유로파이터 : 139대

경장갑 정찰차 : 1,906대

구축함 : 6척

병력 수송 장갑차: 990대

조기경보기 : 5대

일반항모 : 2척

대포 : 250대
(자주포 89 문 등)

헬기항모 : 2척

정찰기 : 17대
(무인정찰기: 9대)

아파치 : 42대
정찰 UAV : 49대

호위함 : 13척

F-35 : 21대(48대 예정)

군수지원함 : 13척

공중급유기 : 9대
(A400M 수송/급유 20대 미포함)

연안경비함: 7척

수송기 : 46대

※ 전략잠수함 4척, 핵탄두 보유한도 최대 260개까지 증가 (2021년 통합 검토서)

67) 출
 처: UK Armed Forces Quarterly Service Personnel Statistics (1 January 2021), 국방부/ MOD biannual
civilian personnel report: 1 October 2020 (1 December 2020)
68) 출처: Location of all UK regular service and civilian personnel annual statistics:2020 (9 July 2020)
69) 출처: UK Armed Forces Equipment and Formation 2020 (1 April 2020,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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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예산 규모
(단위: 억￡)

4

연도

2018-2019

2019-2020

2020-2021

금액

381

395

413

해외파병(UN) 현황 (2021.3.31.)70)

남수단

5명

사이프러스

274명

소말리아

11명

콩고민주공화국

3명

말리

256명

리비아

1명

아프가니스탄

1명

국방

인원

PART 5

파병지

3 방위산업 현황
1

방산시장 동향 및 전망

(1) 영국 방산정책71)
혁신적이고 번창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방, 안보 산업 기반 조성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국방 및 안보 능력을 효과적으로 획득,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견지
국방, 안보 분야의 공급망, 인력, 기술 다양화
70)

출처: United Nation Peacekeeping, Troop and Policing Contributors

71)

Defence and Security Industrial Strategy (2021.3.23)

107

(2) 주요 방산시장 동향 및 전망72)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국방 및 안보 산업 유지
전략적 우위를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과학, 기술, 혁신 분야에서
선두 유지
국가 안보에 중요한 분야에서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미래 능력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 지속 및 발전
정부 미래 계획과 획득 과정의 투명성 및 명확성 개선으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연구 개발 촉진

2

영국 주요 방산업체 현황

개요
–영국은
–
세계 방위산업의 중심국가로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능이 우수한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국가의 우수 방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방산
분야의 선도적 입지 유지를 위해 노력함.
방위산업 고용 및 수출 규모(2019년 기준)73)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방산업
–
종사자수 : 37만 4천 명
–총
– 방산수출 규모 : 153억불(110억 파운드)74)
※ 2019년 전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16% 기록 (세계 2위)

72)

Defence and Security Industrial Strategy (2021.3.23)

73)

ADS Facts & Figures 2020, 19.June.2020

74)

UK defence and security export statistics for 2019 (정부 홈페이지) 6.Oc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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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산업체별 생산 품목  
생산품목

BAE System

항공모함, 원자력잠수함, 유로파이터

Babcock International

항공모함, 군함 정비 및 개조 전문

Rolls-Royce

항공기 및 군함용 가스터빈

Smith Industries

항공기용 탐지장비

QinetiQ

항공, 전자, 광학, 지상무기체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시험 평가 전문

Leonardo MW Ltd.

군용 헬기

Cobham

항공 및 항공전자 장비

Meggit

항공, 항공전자장비, 무인항공기 전문업체

PART 5

업체명

국방

4 최근 군사 동향
1

對아프간

영국은 아프간 작전에 9,500명을 파병하여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규모의 파병부대를 운영
–2001년
–
10월 작전 참여 이후 2014년 철수까지 총 453명이 전사
아프간 철군 후 현재는 아프간 육군 사관학교를 건립 및 운영 중
아프가니스탄 국가 재건 및 안보 정착을 위해 영국군은 전투, 훈련, 군사, 고문 등의 분야
에서 아프간 군을 지원 중
영국은 7개국이 참여하는 Kabul Security Force를 주도하며 아프가니스탄 국방 및 안보
능력 강화에 노력 중
나토 역할 강화를 위해 2018년 9월에는 Welsh Guard 100명을, 2019년 2월에는 비전투
인력 440명을 추가로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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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기준 약 750명이 비전투 역할로 나토 임무에 참여 중. 2021년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내 모든 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국을 포함한 나토
군도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철수할 예정

2

對파키스탄

영국은 파키스탄의 테러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급조폭발물 대응(Counter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능력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파키스탄 군 병원과 의학지식 및 기술을 공유하고 있음.
또한, 영국 육군사관학교(Sandhurst), RCDS(Royal college Defence Studies) 등 군 교육
기관에서 다수의 파키스탄 인재들을 교육 및 양성하고 있음.
이외에도 핵무기 안전 확보 및 확산 방지, 군비 축소, 아프간 마약류 국제거래 근절, 국제
테러리즘·극단주의 차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3

對소말리아

영국에는 인도양, 아덴만, 걸프만 해역에서의 항구적 평화작전(OEF), 해상안전작전
(MSO), 對해적작전 수행을 위해 10여척의 해군함정을 상시 파견한 유럽함대사령부의
본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위치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영국은 해적행위 차단을 위해 본토기지 공격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2012년 4월 EU 함대
사령부와 함께 소말리아 육상 기지를 급습해 보트 및 창고 등을 타격
과거 아프간, 파키스탄에 집중되어 있던 알카에다 조직들이 북아프리카 및 중동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말리아의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알 샤밥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근 국가인 케냐에 특수부대를 비공식적으로 파견해 동향을 파악하고 비밀
작전을 수행 중
영국은 지역 내 안정 구축 및 테러 위협 차단을 위해 2016년 5월 최초로 UN AMISOM에
인력을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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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17년 1월부터 소말리아 국군에 의료, 리더십 개발, 로지스틱스, 인권 등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6월에는 새로운 훈련센터를 개관하고 소말리아 국군
훈련과 장기적인 지역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4

對이란

2018년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로 중동지역 긴장이 상승했고 2019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노르웨이와 일본 유조선이 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
또한 2019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이 영국 유조선 Stena Impero를 나포하면서
긴장은 더욱 상승

Maritime Security Construct)를 결성하고, 주변국에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촉구

국방

5

對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인근 지역에 대량의 석유 매장이 확인된 이후, 영국-아르헨티나 간 영유권
갈등 지속
–특히
–
포클랜드 전쟁 발발 30주년인 2012년에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간 외교적 갈등이 빈번
영국은 2015년 3월부터 대공무기 교체, 공군·해군기지 시설 및 장비 교체, 치누크 헬기
추가 배치 등 포클랜드 방어 전력을 강화 중
2018년 11월, 영국 총리로는 최초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테레사 메이는 양국 관계호전
으로 갈등이 감소하고 있지만 포클랜드에 대한 영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포클랜드 문제는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6

PART 5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9개국은 항행의 자유와 상선 보호를 위해 IMSC(International

對시리아

2018년 4월, 아사드 정권은 자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고,
그 대응으로 영국 정부는 미국 및 프랑스와 연합해 시리아 정부의 화학시설을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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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12월까지 시리아 내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
했고, 영국과 프랑스가 그 공백을 메운다는 보도가 있었음. 영국 국방부는 특수 부대
활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자세한 파병 기간이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0-15%에 해당
하는 병력을 추가로 파병했을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함.
영국은 시리아와 레바논의 국경을 넘는 테러리스트들을 막기 위해 레바논에 장갑 순찰
차량 100대를 기증하고 지역 안보 안정화를 위한 노력 지속

7

對러시아

2021년 3월 발표한 통합 검토서(Integrated Review)는 러시아를 중대한 위협(acute
threat)으로 평가하고 러시아의 핵, 재래식, 하이브리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나토와 협력할 것을 강조
영국은 나토 회원국으로 발트 3국에 전투기와 군함을 파견해 초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며, 폴란드 등지에도 연대급 기계화 부대를 파견해 군사훈련을 실시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나토 회원국 자격이 아닌 단독으로 군사
고문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등 러시아에 강경한 태도 견지
영국 정부는 커져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르웨이와 해상 초계기 시설
공유, 작전 지원 등에 합의함. 또한 영국은 2019년에 HMS Echo를 흑해에 전개하고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우크라이나에 영국군을 추가로 배치했으며 (약 1천명으로 추정), 흑해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주도하고 17개국이 참가하는 Sea Breeze 훈련에 최초로 참가

8

對중국

2021년 3월 발표한 통합 검토서(Integrated Review)는 중국을 시스템적 경쟁자
(systematic competitor)로 평가하고 경제·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지속
하되 주요 안보·인권 분야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
2021년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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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브렉시트 이후 군사 관련 동향

2020년 11월 보리스 존슨 총리는 미래 위협에 대비하고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국방의
예외성을 인정해 향후 4년간 국방비 160억 파운드 증액 발표
브렉시트 이후 유럽 주요 국가와의 안보 관계는 다소 약화될 수 있음. EDA(European
Defence Agency)등 EU 주도 군사기구에서 영국의 영향력 행사가 제한될 것이며, 향후
매년 5억 유로가 배정되는 유럽 국방연구기금에서 영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존재함. 유럽
내 국방관련 프로젝트 진행 시, 참여할 기회가 존재하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이 제한될 수
있음.
하지만, 나토를 포함한 여러 다자간 협력 체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국방 분야에서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협력 증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

10

전력 증강 계획(2020-2030)75)

국방부는 2020-30년까지 장비계획에 1,974억 파운드 투자를 계획함.
–퀸
– 엘리자베스 급 항공모함 2대 전력화
–잠수함
–
467억 파운드 투자 (핵잠수함 포함)
–육군
–
장비 195억 파운드 투자 (AJAX, 개인화기)
–수상함
–
193억 파운드 투자 (항공모함, 타입 45 구축함, 타입 26 호위함)
–전투기
–
171억 파운드(타이푼, F-35B), 수송 및 지원기 184억 파운드 (Voyager, A400M,
C130), 헬리콥터 108억 파운드 (Merlin, Apache, Chinook), 정보·감시·정찰 능력
개발 57억 파운드 투자
–차세대
–
전투기 Tempest 개발 지속 (2035년 전력화 목표)
75) 출처: Defence Equipment Plan 2019 (2020년 10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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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협정 체결이 가능해진 영국은 유럽을 넘어 새로운 파트너들과

PART 5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됨. 정보기관 간 협력도 주로 유럽연합 틀 밖에서 대부분

5 한·영 군사교류 현황
1

주요인사 교류 (2017.1 – 2020.12)

(1) 한국 측 인사의 영국 방문
기간
2017.1.17-20
1.18-19

천정수 해군본부 기획관리부장외 5명
이범림 합참차장외 5명

3.1-3

윤정상 해군 교육사령관외 5명

3.1-5

한홍전 KIDA원장외 2명

3.29-30

장재환 육군 교육사령관외 2명

4.4-5

최근영 합동군사대총장외 3명

6.15-17

박성배 해외정보부장외 3명

9.11-15

이병권 해군군수사령관외 1명

9.11-14

유병직 방위사업청 사업본부장외 7명

11.27-29

최형찬 국방부 고위공무원외 4명

2018.2.19-23

유제문 공군본부 준장외 2명

4.8-10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외 4명

7.2-5

임종득 육군교육사 교훈부장외 1명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7.16-19

유정열 방위사업차장 외 5명

7.16-19

박동선 해군 정보계획부장외 1명

7.16-20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외 3명

10.21-25

류영관 한미연합사 정보참모차장외 4명

11.11-14

이수열 해군순항훈련전단장외 592명

12.5-7

문기정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외 5명

12.10-13

이경식 육군리더쉽센터장외 3명

2019.1.21.-24

최인수 육군본부 정책실장등 4명

3.19-23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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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이화수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 등 6명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7명

5.19-20

최형국 합참차장등 5명

5.26-28

정진경 육군사관학교장 등 4명

7.1-3

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등 5명

7.16-20

박인호 공군사관학교장 등 3명

9.9-12

김태곤 방위사업청 정책기획관 등 4명

9.12-14

서욱 육군참모총장 등 6명

9.24-27

최영철 육군 교육사령관 등 3명

11.5-8

박호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등 4명

(2) 영국측 인사의 한국방문 (2017~2020)
PART 5

2017년 : 합동군 사령관, 국방부 정무차관, 국방대 부총장,
합동군 사령부 상비군 사령관, 해군참모차장, 육군참모차장 등

국방

2018년 : 국방차장, 합동군사령관, 국방부 정무차관, 정보본부장 등
2019년 : 방위보안청장, 해군본부 정책참모부장, 국방정보본부 실장,
육군본부 교류협력차장 등
2020년 : 방산보안청장

(3) 교환방문
국방대학교-RCDS 학생일행 교환방문 (매년)
해군/육군/공군사관생도 교환 방문 (매년)

2

유학장교 현황 : 9명(2021.5월 현재)
일반대학 :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4명
–육군
–
: 5명,  해군 : 1명
군사단기과정 : 해군 2명(RCDS, 영국 지참대), 육군 1명(육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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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견
영국 육군본부 연락장교

4

군사협정 체결 현황 및 교류회의
2004년 2월/2014년 3월 : 육군 - RUSI(왕립안보연구소)간 방문연구원 유치에
관한 MOU
2004년 10월 : 한·영 해군간의 해군회의에 관한 양해각서
2009년 5월 : 방위사업청과 영 국방부간의 목록자료와 용역에 관한 양해각서
2009년 7월 : 한·영 군사비밀 보호협정
2010년 9월 : 한국 국방연구원-RUSI(왕립안보연구소)간 MOU
2012년 12월 : 한·영 상호군수지원협정
2013년 12월 : 한해군 627비행대대와 영해군 815항공대대간 상호교류 및 정보교환   
MOU
2014년 3월 : 한 육군과 영 버밍엄대학 간의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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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 한·영 육군간의 육군회의에 관한 양해각서
2017년 6월 : 한·영 군사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MOU
2018년 1월 : 한·영 UN PKO 협력 MOU
2019년 5월 : 한·영 육군사관학교간 사관생도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MOU
정보교류회의 (매년)
군수방산공동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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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대해군 회의 (매년)
공군대공군 회의 (격년, 2018년 최초 시행)
육군대육군 회의 (매년)
국방정책 실무회의 (매년)

5

양국간 방산협력 현황

개요
–장비
–
/ 후속 군수지원 및 첨단 군사기술 도입 위주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
PART 5

방산·군수협력 관련 협정 체결 현황
–1997년
–
8월 상호가격검증 및 지원협정

국방

–1998년
–
12월 조함 기술협력 협정 / 1999년 2월 자료 및 과학기술자 교환협정
–2000년
–
11월 품질보증 협정 / 2003년 7월 획득관련 자료교환 협정  
–2006년
–
5월 방산·군수협력 MOU 수정관련 합의서
–2012년
–
11월 방산공동개발사업협정
–2020년
–
2월 방산기술 공동 연구개발 협정
방산 수·출입 현황(2016～2020)
(단위 : 만불)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입

4,388

14,719

13,706

4,718

6,607

수출

220

248

319

18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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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계약 실적(수입)
사업명

기간

규모

비고

해상작전헬기(Lynx)

1991

12대 / 1억 800만불

1차

공대함 유도탄(Sea Skua)

1991

48발 / 4,176만불

1차

HAWK 훈련기(T-50)

1992-1993

20대 / 2억 814만불

KDX 전투체계

1994-1998

3세트 / 1억 4,763만불

가변수심 음탐기

2000-2004

2대 / 4,400만불

복합소해장비

2000-2004

2세트 / 2,467만불

해상작전헬기(Super Lynx)

1997-2001

13대 / 2억 4,859만불

2차

공대함 유도탄(Sea Skua)

1997-2001

39발 / 7,000만불

2차

고정형 TACAN

2000-2002

6대 / 225만불

KDX-III 발전기

2004-2010

9대 / 5,500만불

심해잠수구조정(DSRV)

2006-2008

1대 / 1,913만불

전투기 사출좌석

2011-2013

186대 / 4,160만불

해상작전헬기

2012-2015

8대 / 5억 6,700만불

사업명

기간

규모

군수지원함(MARS 사업)

2012-2016

4척 / 7억 3,200만불

주요 계약 실적(수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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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전 참전 및 참전용사협회 현황
1

한국전 참전 현황

(1) 참전규모
참전병력 규모 : 총 병력 81,084명 (전투부대 인원 약 56,700명 및 지원부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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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 2개 여단(27, 29 Brigade)
–5개
– 보병대대, 2개 야포연대, 1개 기갑연대
해군 : 영국 극동함대 소속 함정
–군함
–
33척, 지원함 25척
※ 템즈강에 전시중인 ‘HMS Belfast’함도 포함

공군 : 1개 수송기 중대
해병 : 1개 중대(240명) 기습작전 및 특수작전 임무수행

(2) 피해 규모
PART 5

전사 1,078명, 전상 2,674명, 포로 978명, 실종 179명
전사자 중 884명은 부산 유엔묘지에 안장

국방

(3) 영국군 참전 약사
1950년 6월 27일 : 유엔 안보리 한국지원 결정
1950년 6월 28일 : 영국 극동함대 (홍콩 주둔) 함정, 일본해역 도착
1950년 7월 26일 : 영국정부, 제 29보병사단 한국파병 결정
1950년 8월 20일 : 홍콩 주둔 2개 보병대대를 한국 급파 결정
1950년 8월 26일 : 영국군 2개 보병대대 부산 도착
1950년 9월12일 : 영국 해병 특수임무부대 부산 도착 (225명)
1950년 11월 3일~18일 : 영국 본토 주둔 제 29보병여단 부산 도착
1950년 7월- 1951년 : 7월까지 영국군은 미군사단에 배속되어 작전
1951년 7월 28일 : 영연방 제 1사단(The 1st Commonwealth Division) 창설, 제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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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병여단 및 캐나다 제25보병여단을 주요 구성부대로 독립작전 수행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벨기에 보병부대도 배속)
인천상륙작전(1950.9.28.)시 해상 경호 및 공격부대 엄호임무 담당

(4) 주요 전투
임진강(설마리) 및 가평 전투 (1951.4.22∼25)
–임진강
–
전투(Battle of the Imjin River)  : 영국군 글로스터 연대 1대대 9백여 명이
경기도 파주군 설마리(雪馬里) 일대에서 춘계 대공세 중이던 중공군 4만 5천명에
포위되어 치열한 전투 끝에 중공군의 진격을 3일간 지체시킨 전투
–가평
–
전투 : 설마리 전투와 동일한 시기에 가평에서 벌어진 전투로 한국군 6사단을
격파하고 남하중인 중공군 2개 사단 병력을 영연방 27여단이 가평에서 저지하여
중공군의 수도권 우회진출을 좌절시킨 전투
–유엔군이
–
전열을 재정비하여 역습의 전기를 마련한 전투로 기록
주요 전투
–1950년
–
7월 4일 : 영국 극동함대 함정, 평양 폭격
–1950년
–
9월 6일∼15일 : 성주지구 전투 (낙동강 전선)
–1950년
–
11월 29일∼30일 : 신안주지구 전투 (청천강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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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
1월 1일∼4일 : 서울 방어 전투 (1.4 후퇴시 엄호)
–1951년
–
4월 22일∼25일 : 임진강 (설마리) 및 가평 전투
–1952년
–
11월 18일∼19일 : Hook 고지 전투 (고왕산 전투/개성 인근)
–1952년∼1953년
–
: 서부전선 공방전 (임진강 지역)

2

런던 한국전 참전비 건립

한국전 참전 16개국 중 유일하게 수도에 참전기념비가 부재하였고, 1995년 워싱턴에
한국전 참전기념비가 건립된 것을 계기로 런던에 참전기념비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여론
증대

120

2013년 11월 윌리엄 왕세손이 기공식 실시, 2014년 12월 글로스터 공작이 준공식 개최
건립비용 : 17억 원 (보훈처 10억원, 재영한국기업 등에서 7억원 모금)

3

참전용사협회 현황

(1) BKVA (British Korean Veterans Association)
1977년 결성 (58개 지부 회원 3,900여명) / 2015년 1월 해체
前 BKVA 소속 참전용사 생존 인원 약 700 여명으로 추정 (2020년 12월 기준)

PART 5

각 지부별 친목모임으로 전환, 전국 단위 행사는 미실시
한국 연락담당(Korean Liaison Officer) : 1명

국방

–Mr
– Alan Guy MBE / 협회-대사관 연락업무 전담

(2) BKWVA （British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2015년 BKVA 해체에 반대하는 Southend 및 Swindon, Reading, Watford 4개 지부
회원으로 결성
회원수 약 230여명 추정(참전용사 약 150여명 및 가족, 친한 인사 및 교민 중 희망자
등으로 구성)
주요 임원진
–Mr
– Martin Uden, National President (전 주한영국대사)
–Mr
– Victor Swift, Chairman
–Mr
– Edgar Green, National Secretary/ 협회-대사관 연락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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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 주요 활동
가. 협회 주관 행사
정전협정 기념일 행사
–7.27
–
정전협정일을 기념하여 아보레텀(Aboretum)에 위치한 국립묘지(수목원)에서
중앙회 임원진, 지회대표, 일반회원 및 가족 등이 참석, 매년 기념행사 개최(기념식,
행진, 전사자 추모행사 등)
지회별 연례, 월례행사
–지회별
–
연 1회 교회헌수식(Standard Dedication) 및 시가행진, 회원 가족간 친목
리셉션 등 개최
–월
– 1회 오찬/만찬 행사를 통해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나. 한국정부 주관 국내 행사 참여
보훈처/재향군인회 공동주관 재방한 사업
보훈처 주관 UN 묘지 안장자 가족 방문
보훈처 주관 UN 참전국 청소년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사업
※ ’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국내 초청 행사가 다수 취소됨에 따라 현지 참전용사 및 유가족의
방한이 추진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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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사관 주관 행사 참여
6.25 기념일 행사, 7.27 런던 한국 참전비 정전 기념행사시 집행부 및 지회대표자 참가
국경일 행사, 대사관 주최 주요행사, 문화행사 등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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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제도
2. 종교
3. 언론
4. 교육
5. 과학기술

1 사회보장제도
1

발전과정

(1) 복지국가의 등장
영국은 약 410년 전인 1601년 빈민법(Poor Law)을 제정,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천명함.
영국의 복지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골격이 완성되었음. 1945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비버리지(Beveridge)의 국민 보건계획」에 따라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국가건강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을 제정하고, 이어서 1948년에는 「국가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을
제정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을 완성하였으며, 이후 1970년대 경제위기에 직면할
때까지 영국사회의 중요한 제도로 정착됨.

비버리지 보고서
▶ (요지) 영국에서 1941년 6월에 창설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의 각 행정부 연락위원회
(위원장: 비버리지)가 이듬해 11월에 제출한 보고서로서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Reported by William Beveridg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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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버리지는 사회보장의 모델로 일컬어지는 기본계획을 명백히 함. 그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로 궁핍, 질병, 무지, 나태, 불결을 들고 그중 사회보장은
궁핍해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함. 궁핍의 원인은 실업, 질병, 노령, 사망 등에 의한 소득
중단과 상시적이거나 특별한 지출에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① 기본적 수요충족을
위한 사회보험과 ②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수용 충족을 위해 국가부조를 제안하고
③ 이를 초과하는 개개인의 수요는 자발적인 저축에 기대야 한다고 주장함.
▶ (배경)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 즉 비버리지 위원회는 1941년 6월 영국노총
(TUC)이 연립정부의 전후 사회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무임소 장관 그린우드에게
권고하여 만들어짐. 영국노총은 그린우드에게 기존의 국민보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함.
위원회 의장으로는 런던경제학교 학장을 그만두고 노동성 촉탁으로 일하고 있던 실업보험
전문가 비버리지가 천거되었고 정부 각 부처 소속 고위관료들이 위원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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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처 정부의 복지혼합(Welfare Mix)
그러나 1960대말부터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성장은 둔화되었으며, 1973～74년의
석유파동 등에 의한 세수감소 및 실업증대는 복지지출 증액과 재정위기로 연결되어
복지국가 제도 자체가 위기에 놓이게 됨.
197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대처의 보수당 정부는 “자유 경제”와 “강한
국가”를 표방했으며, 이는 곧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비버리지」의
보편주의 원칙을 포기하는 공공지출 삭감, 민영화와 규제완화 그리고 감세의 형태로
나타남.
대처의 보수당 정권은 공공지출 삭감과 재정적자의 해소를 추구하면서, 공공부분
서비스 제공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의 역할을
가족, 시장, 민간단체에 이양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복지혼합(welfare
mix)’ 또는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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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당 정부의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
대처의 보수당 정부가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것은 사실이나, 영국사회의

노동당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본 사상은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실현으로서
‘기회의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함.
–노동당
–
정부의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 Scheme)’ 정책은 “정부는 개인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에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일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개인에게는 더 이상의 혜택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는 「이해 관계자 사회이론」을
바탕으로 함.
노동당 정부의 ‘일하는 복지’ 정책은 일방적 시혜중심의 복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일할 기회를 주는 정책임. 과거 보수당 정책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을 일방적으로 포기해 버리는 자유방임정책이었다면,
노동당 정책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직업교육을 통해 일할 기회를 주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라는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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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음.

2

보수당 정부의 복지 정책

노동당 정부의 ‘일하는 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 복지수급자가 일하는 경우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일하는 것보다 복지에 의존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믿는 ‘복지
의존성’이 개선되지 못함.
–또한,
–
복지급여 및 세액공제(benefits and tax credits)가 너무 복잡하여 대상자 선정
오류, 부정수급 및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
이에 2010년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1942년  「비버리지보고서」 이후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시도하는 광범위한 복지개혁을 추진
보편적 수당 : “일하는 복지(Universal Credit: Welfare that works) 개념”
–근로연령층(working-age)에
–
대한 여섯 가지의 개별 복지급여 및 세액공제 [ (1) 소득
보조(Income Support), (2)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3) 고용 및 지원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4) 주거급여(Housing benefit), (5) 근로
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6)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를 통합한 통합
수당(Universal Credit) 도입 :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상한액(Cap)을 근로자 중간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설정(자녀여부, 거주 지역 등 고려, 런던 독신자의 경우 15,410파운드
상한)
–정당한
–
이유 없이 구직 등 수급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수급자
책무를 신설하고, 소득 발생시 급격한 지원 축소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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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
수당 전달체계는 노동연금부(DWP)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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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개별급여 및 Universal Credit 】

연금제도 개혁

향후 68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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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
–
상이한 연금수령 연령(남 : 65세, 여 : 60세)을 2018년까지 65세로 통합 후
* 여성 수급연령 상향 : (2020) 66세 → (2036) 67세 → (2046) 68세

단층 국민연금제도(new single-tier state pension)를 도입(National Insurance)
* 기여율은 기본 12%+a (고용주 13.8%)이며, 수급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2016년 최대 156파운드)

–국민연금
–
기여금 납입 만기기간을 종전 30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 도입
NHS 개혁 추진
–인구고령화
–
등에 따른 의료수요 및 치료비 급증, EU 국가 대비 뒤처진 분야 개선, 정부
예산의 15.7%(1,164억 파운드)를 쓰는 NHS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1940년대
NHS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제도 개혁 추진
※ NHS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 : (1)비만으로 인한 비용, (2) 약제비 과다, (3) 낮은 암 생존율, (4) 지역 간
진료의 질(quality) 편차(치매, 심장질환, 유방암), (5) 빈곤 지역의 조기 사망, (6) 분절화(의료 각 분야
간 및 Health와 Care 간), (7) 결과 중심(NHS 진료)보다는 과정 중심(대기시간 등) 평가, (8) 임상적 의사
결정권의 보건부장관 집중으로 지역단위(PCTs and trusts)에서 NHS의 책임성 진공 상태, (9) 다층 관료
주의에 따른 과도한 행정비용, (10) 입원대기자 62만명(6주), 외래대기자 99만명(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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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국민연금(저소득층
–
보조연금)을 기초국민연금에 통합하여 2015년부터 새로운

–행정관료가
–
아닌 임상의 등 현장 의료인력 중심의 자치 조직으로 NHS 개편(행정
관리직 중심으로 25,000명의 구조조정 단행)
–기존
–
NHS trust를 독립성이 높은 NHS foundation trust로 전환 추진하고 사립보험
환자 수용가능 비율을 대폭 확대(3% → 최대 49%)
–보건
–
행정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전염성 질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보건청 신설
–정부의
–
긴축재정 기조 종료 시사에 따라, NHS 재원 확충을 위한 예산 추가 배정 및
정신 질병 예방 및 치료 역량 확충
【 <그림> NHS 및 Social Care 구조 개관(2013.4.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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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
1

역사적 배경

로마 통치기간 중(BC 55년～5세기) 기독교(카톨릭)가 전파되어 국교가 되었으나, 16세기
헨리 8세에 의해 성공회가 수립된 후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영국 각지 및 세계 각국에 보급됨.
스코틀랜드 지방에는 신교가 일찍부터 도입되어 스코틀랜드 국교로 인정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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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1) 성공회(The Anglican Church of England)
16세기 헨리 8세에 의해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영국 및 전 세계 160여 개국에
44개의 자치구역을 두고 있고, 신자수는 영국내 2,600만명으로 추산됨.
성공회 최고위 성직자는 캔터베리(Canterbury) 대주교로서 30개의 주교 구역을 관장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고위 성직자로는 요크(York) 대주교(14개의 주교구역 관장)와
런던, 더럼(Durham), 윈체스터(Winchester) 등을 관할하는 24명의 주교가 있음. 이들은
모두 총리 제청으로 국왕에 의해 임명되며, 상원의원을 겸직하게 됨.

(2) 스코틀랜드교회(The Church of Scotland)
장로교의 일종으로서 1707년의 스코틀랜드 통합조약에 따라 스코틀랜드 국교로서
인정됨(신자수 : 60만명).
PART 6

(3) 자유교회(The Free Churches)

이 중 29만명의 신자를 가진 감리교회가 가장 규모가 크며, 그 밖에 침례교회연합
(15만명), 개신교회연합(10만명), 구세군(5만명) 등이 있음.

(4) 천주교(The Roman Catholic Church)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는 16세기에 성공회가 수립됨으로써 가톨릭교가 위축
되었다가 1850년경 다시 위상을 부분적으로 회복했으며, 스코틀랜드에서도 17세기
초에 위축되었다가 19세기 말 교세가 다시 확장됨.
1982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을 방문함.

(5) 유대교(Synagogue)
유태인들은 17세기 후반부터 영국에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26만명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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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로서 확립되지 아니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지방의 신교들을 통칭함.

(6) 기타
270만여명의 이슬람교도와 상당수의 힌두교도(82만명) 및 시크교도(42만명), 불교도
(25만명)도 있음.

3 언론
1

신문

영국은 200년 이상의 신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고급지(broadsheets, 글 위주)와
대중지(tabloids, 이미지 위주)를 구분하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음. 신문사는 편집방향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지만 대개 소유자의 영향을 받고 있음. 전국과 지방
일간지의 경우 대부분 언론그룹 1개사가 수 개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음.
일간신문이 12종, 일요일판이 11종, 일간, 주간 또는 격주간으로 발간되는 지방신문이
수백 종 있음.
신문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자율규제이며 “언론자율규제기구(IPSO: 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와 같은 독립규제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함.
–IPSO는
–
영국 주요 언론에 대한 독자들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며, 편집 기준 및 신문 및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잡지의 편집내용 및 언론인의 행동수칙 등을 정함.
–IPSO의
–
이사회 및 불만사항처리위원회(Complaints Committee)의 다수는 신문 및
잡지 산업과 관계가 없는 이들로 구성됨.
–IPSO의
–
예산은 “감독지원회사(the Regulatory Funding Company)*”가 지원하며,
IPSO는 RFC의 회원들과 독립적으로 운영
* RFC는 회원 매체들(member publications)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음.

주요 전국지
※ 구분: 신문명(창간연도), 정치성향, 발행부수(2021년 1월 기준, 단위: 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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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간지(월～토요일)76)
가. 고급지
The Times (1855)

중도보수   

42

The Daily Telegraph (1785)

중도보수

3177)

i (The Independent 자매지) (2010)

중도

14

Financial Times (1888)

중도보수

9

The Guardian (1821)

중도진보

10

The Sun (1964)

보수

12178)

Daily Mail (1896)

보수

96

Daily Mirror (1903)

진보

36

Daily Star (1978)

중도

22

Daily Express (1900)

보수

22

Metro (1999)         

중도

59

London Evening Standard (1827)

보수

48

The Sunday Times (1821)

보수

6479)

The Sunday Telegraph (1961)

보수

2480)

The Observer (1791)

진보

14

나. 대중지

PART 6

다. 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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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요지
가. 고급지

76)

Press Gazette, 2021.3.18 확인

77)

2019년 12월 기준 (출처: Press Gazette, 2021. 3.18 확인)

78)

2020년 3월 기준 (출처: Press Gazette, 2021. 3.18 확인)

79)

2020년 3월 기준 (출처: Press Gazette, 2021.3.18 확인)

80)

2019년 12월 기준 (출처: Press Gazette 2021.3.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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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중지

2

The Sun on Sunday (2012)

보수

10181)

Mail on Sunday (1982)

보수

85

Sunday Mirror (1915)

진보

30

Sunday Express (1918)

보수

21

Daily Star Sunday (2002)

중도

13

Sunday People (1881)

진보

11

잡지

9,000 여종의 정기 간행물이 발행되고 있음.
< 잡지 현황 >
잡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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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빈도

성격

발행부수

Private Eye

월간

정치, 경제, 시사 관련 잡지이며 영국, 유럽,
미국정치, 사회이슈, 예술, 문학, 영화, 과학, 미디어,
역사, 철학, 심리학 등의 주제를 다룸

22

The Economist

주간

중도보수성향의 고급 여론지

12

The Week

주간

뉴스 매거진. 영국, 미국, 호주판으로 발행

12

The Spectator

월간

The New Statesman과 유사한 주제를
중도 우파적 시각에서 다룸

7.9

The New Statesman

주간

중도좌파적 시각에서
사회문제, 정치, 예술 분야 이슈 소개

3

Prospect

월간

정치, 경제, 시사문제 전문 잡지

2.7

런던 및 영국 주요도시에서 전개되는 문화 및
주요행사 일정 안내

31

Time Out

(단위 : 만부, 2020년 기준82))

81)

2020년 3월 기준 (출처: Press Gazette 2021.3.18 확인)

82)

Press Gazette (2021.3.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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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사

(1) Reuters
1851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국제통신사로서 91개국(221개 지국)에 15,000여 명의 직원
(UK 및 아일랜드 : 3,542명)을 두고(기자는 2,000여 명), 세계 150개국 신문, 통신사
등에 뉴스를 공급함.

(2) The Press Association
1868년 지방신문사 소유주들이 모여 만든 통신사(UK 및 아일랜드)로서 국내뉴스를
국내신문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뉴스, 웹사이트 등에 공급함. 영국 전역에 200여명의
특파원을 두고 있음.

(3) Extel

케이블을 설치함.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금융 및 기업정보를 전 세계에 공급함.

PART 6

1872년 The Exchange Telegraph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런던과 뉴욕간 첫 전신
손익, 고용인, 사업활동, 경영관리 등을 포함한 Extel Cards 라는 간단한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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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으로 유명함.

4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

(1) 공영방송
BBC : 텔레비전 수신료가 주요 재원
Channel 4 : 광고수익으로 운영
S4C : 웨일스에서 방송되며, 광고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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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 1922년 영국방송 유한회사로 시작해 1927년 국영기업이 된 세계 최초의 국영방송국
▶ 서비스 분야
- 텔레비전 채널 : BBC1, BBC2, BBC3(2016년부터 온라인 전용), BBC4, BBC News,
BBC Parliament (영국 의회 및 유럽의회 의정중계채널), CBBC (7세 이상 아동·
청소년 채널), CBeebies(7세 미만 아동 채널), BBC ALBA(스코틀랜드어 방송)
- 라
 디오 채널 : 전국에 방송되는 채널 11개와 지방방송 46개 채널(잉글랜드 내 40개,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내 6개 채널) 운영
▶ BBC WORLD SERVICE: 해외 라디오방송 채널. 영어 및 기타 40개 언어로 방송되며,
수신료가 아닌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 한국어 서비스는 2017년 9월 개국)
▶ BBC WORLD: BBC의 유일한 상업방송으로서, 영국외 국가에서 방송되며 8개 채널 운영,
180여개국에서 3억 5,600만여명이 시청
▶ 운영: 총리가 추천하고 여왕이 임명하는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2) 민영방송
텔레비전 : 전국 ITV 및 Five, 지방 20여개 채널
라디오 : 전국 26개, 지방 325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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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독기구

(1) 방송통신감독기관 (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
2003년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03년 12월 29일 신설된 방송·통신 및 우편산업에
대한 규제·감독 기관으로, 이전의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Radio
Authority, BSC(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등이 관장하던 업무를 승계
주요 임무
–영국
–
국민의 통신서비스 접근성 확보 (브로드밴드 포함)
–다양한
–
시청자(diverse audiences)에 맞는 양질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제공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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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하거나
–
유해한 소재로부터의 TV, 라디오, 주문형 서비스(on-demand)의
시청자(청취자)를 보호
–불공정성
–
또는 사생활 침해로부터 시청자(청취자)를 보호
–주파수
–
관리

4 교육
1

학제

영국의 학제는 6(초등) - 5(중등) - 2(후기중등) - 3(대학)로 한·영간 학제 비교는 아래
표와 같음.
< 한·영간 학제 비교 >
영국

학년

학교급

유치부

유치원

학교급

없음

Nursery

없음

Reception

1

Yr 1

2

Yr 2

3
4

초등학교
(6년)

Yr 3
Yr 4

5

Yr 5

6

Yr 6

1
2

Ealry Years

KS* 1

Phonics Screening Test
SATS(English/Maths)

Primary School
(6년)
KS 2
SATS(English/Maths)

Yr 8
Yr 9

1

Yr 10

3

National Test

Yr 7
중학교
(3년)

3

2

Key Stage

사회·문화·교육·과학

학년

PART 6

한국

고등학교
(3년)

KS 3
Secondary School
(5년)
KS 4

Yr 11
Yr 12
Yr 13

Sixth Form(2년)
Further Education

GCSE
GCSE
A Level
* Ke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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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기간은 5세에서 16세까지 총 11년(초등 6년, 중등 5년)임.
영국의 교육시스템은 크게 유치원을 포함, 5단계로 구성됨.
–유치원(Early
–
Years)·초등(Primary)·중등(Secondary)·후기중등(Further Education :
FE)·고등교육(Higher Education : HE)단계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실제 3세부터 주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EYFS(Early Year Foundation Stage) Profile을 통해 만 5세가 되는 시기에
학생의 발달과 학습 성취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초·중등 교육 : 단계(Key Stage)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함.
–초등학교
–
취학 연령은 9월1일자 기준 만 5세이며, 대부분 남녀공학임. 교육기간은 6년
으로 Key Stage 1(Year 1-2), Key Stage 2(Year 3-6)로 나뉨.
–중등학교는
–
중·고 구분 없이 5년간 통합 운영되며, Key Stage 3(Year 7-9), Key Stage
4(Year10-11)로 구분하며, Key Stage 4는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시기임.
–중등학교와
–
대학 사이에 후기 중등과정인 Sixth Form(2년)을 두고 있음.
후기 중등교육(Further Education) : 의무교육 기간인 중등학교 이후의 16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과는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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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과정과
–
대학준비과정(Sixth Form)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기간
2년(Year 12-13)으로 운영되는 대학준비과정을 Sixth Form, 혹은 A Level(Advanced
Level)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함.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 학부과정은 3년이 많으나, 건축학과, 치과, 의학 등은 6년
과정임. 석사과정은 1년이며, 박사과정은 기본적으로 3년임.

2

초·중등 교육

학교 및 학생 현황 : 2019/20년 기준, 영국 전역의 32,028개 학교에 약 1,050만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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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임.
–초등
–
557만명, 중등 402만명, 특수 16만명
교사/학생 비율(Pupil Teacher Ratios) : 2019/20년 잉글랜드 기준, 교사 1인당 학생비율
–유치원
–
23.5명, 초등학교 20.9명, 중등학교 16.6명
교육과정 및 교과목 : 2014년에 도입된 국가교육과정에 의해 초·중등학교에서는
3개의 핵심과목(core subjects: 영어, 수학, 과학)과 9개의 기초과목(non-core
foundation subjects: 역사, 지리, ICT, 디자인·기술, 외국어, 음악, 미술·디자인, 체육,
Citizenship)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특징적인 과목으로 종교 교육
(religious education)을 초·중등과정, 성과 관계 교육(sex and relationships education)을
중등 과정 기간에 걸쳐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음.
학년 및 학기 : 영국은 9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의 기간을 한 학년으로 운영하며, 주로
요일을 기준으로 학사 일정을 정하고 있음. 학기는 3학기제로 운영함.

(Independent Schools)로 상호균형과 보완을 하고 있으며, 공립학교는 지역청 혹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가장 보편적인 종류는 아래와 같음.
–Community
–
Schools(Local Authority Maintained Schools) : 지역청의 지원금으로
운영됨.
–Foundation
–
Schools 및 Voluntary Schools : 지역청의 지원 하에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됨.
–Academies
–
및 Free Schools : 국가 예산 혹은 비영리 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지역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교육과정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음 .
–Grammar
–
School : 지역청의 지원 하에 운영되며 시험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며,
한국 특목고와 유사
사립학교 및 그래머스쿨 현황 : 사립학교(약 2,350여개)는 재정과 교육과정이 자율적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초중등 사립학교 비율은 전체의 7.3%, 사립학교 학생 비율은 전체

139

사회·문화·교육·과학

중등학교 유형 : 중등학교는 공립학교(State/maintained Schools)와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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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
구분 : 가을학기(9월～12월), 봄학기(다음해 1월～3월), 여름학기(다음해 4월～7월)

학생 수의 5.5% 정도를 차지, Grammar School에는 해당 연령(중등학교) 전체 학생 수의
약 4.4%(163개교, 176천명)가 재학하고 있음.
학업성취도 평가 : 5년간의 중등교육 학업성취도는 마지막 두 학년인 Year 10-11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시험을
통해서 평가함.
–평가
–
후 NQF(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Level 1 혹은 Level 2 취득
후기 중등교육 : 중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Sixth Form
School(대부분 중등학교 내에 설치, 2년 과정)에, 직업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여타 Further Education College에 진학함.
–Sixth
–
Form School 이수 후 치르는 시험은 A-level로  대학입학시험에 해당함. 학생의
장래진로를 고려한 선택과목 3-4개의 시험을 치르며 성적은 A*, A, B, C, D, E와 같은
등급으로 표기, NQF Level 3에 해당함.

3

대학교육

영국의 대학 진학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19년 17～30세 연령의 51.9%가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약 0.4% 증가함. 대학 진학생 수는 약 34만 명이며 남녀
비율은 40.9% : 59.1%로 여학생이 많음.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영국 전체에 136개 대학이 있음(2019/20 기준)
–전체
–
대학 재학생 수는 270만 여명이며, 학부 재학생은 1,889,475명, 대학원이상
재학생은 642,915명임.
–전체
–
학위 취득자 수는 약 80만 명(이공계 33만명, 인문사회 및 예체능 47만명)이며,
학사 취득자수는 49만 여명, 석·박사 취득자수는  31만 여명임.
–전체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중 78%가 영국 학생이며, 외국 유학생은 2019/20년
기준, 22%(56만명 정도)로 6%는 유럽, 16%는 기타 해외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임.
한국 유학생 수는 약 6,184명으로 어학 연수 15%, 학사 과정 53%, 대학원 과정 29%의
비율로 재학 중임.
–영국대학은
–
지역에 따라 UK Research and Innovation(UKRI), Scottish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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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SFC),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Wales(HEFCW),
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DEL) Northern Ireland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모든 대학교는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자율권을 보유함.
옥스퍼드 대학 및 캠브리지 대학은 각각 12～13세기부터 설립되었으며, 스코틀랜드
St. Andrews, Glasgow, Aberdeen, Edinburgh 대학은 15～16세기에 설립되었음. 나머지
대학들은 19～20세기에 들어와 설립됨.
1967년부터 주로 예술 및 경영 등 실용적 고등교육을 목표로 하여 30개의 Polytechnics가
설립되어 대학수준의 기술교육을 제공하여 오다가 1992년 University로 승격되어 학사
및 석사 학위까지 수여하고 있음.
자국 및 EU출신 학생은 2011년 연 3,375 파운드에서 2012년부터 약 3배 인상된 최대
9,000 파운드의 학비가 적용되었고, 2021년에는 최대 9,250 파운드를 납부함. 타국가
출신 학생들은 그 이상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음.

있으며, 2012년 강화된 비자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생 비자 수에는 제한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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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유학생은 대학재정 확보, 지적재산 축적, 고급두뇌 유치의 관점에서 중시되고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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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생교육, 성인교육

후기 중등교육(Further Education College)
–중등학교를
–
마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 직업훈련
등을 위하여 진학하는 교육기관. 2018년 기준, 181개의 Further Education College가
운영되고 있음.
성인교육기관(Adult College)이 설립되어 있어 140만 여명의 성인이 주·야간에 걸쳐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술 및 외국어 등을 학습하고 있음.
–1969년
–
이후 원격교육기관인 Open University가 설립·운영되어 성인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학업 장려금(EMA, 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141

–북아일랜드,
–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지역에서는 16-19세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부모 소득 및 학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 30파운드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함
(잉글랜드 지역은 지원이 중단됨).
교육 보조금(16 to 19 Bursary Fund)
–잉글랜드에서는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16-19세 학생 중, 공립학교 혹은 직업 훈련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는 의복, 도서, 교통 및 점심비
등 학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교육재정

2018/19년 GDP의 4.2%인 910억 파운드가 교육분야에 지출되었으며, 이는 보건 다음
으로 영국 공공 서비스 지출에서 두 번째로 큰 항목임.
의무교육 기간과 더불어 후기중등교육까지 초중등교육 전체가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대학의 경우에도 무상교육을 실시하다가 1998년부터 학비를 부담하게 되었음.
2010년 이후 재정적자 축소의 일환으로 대학학비를 인상하는 정부 방침을 확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년 연 3,375 파운드에서 2021년 기준 9,250 파운드 대학학비가
적용되고 있음.
학비인상과 더불어 학비대출금 상환방식을 변경하여 Student Finance Plan 하에 학생들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수업료 대출금 상환이 유예됨.
–취업
–
후 소득이 연 19,380(월 1,615) 파운드 이상일 경우 대출금 상환이 시작됨(연소득
27,000 파운드일 경우 월 57파운드 수준)

6

교육관련 주요기관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 DfE)
–2010년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에서
‘Department for Education’으로 변경하였으며, 잉글랜드 교육을 총괄하는 정부기구

142

로서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및 가족 관련 정부정책의 수립을 담당함.
지역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y)
–공립학교에
–
관한 실제 정책수립 및 예산배정 등의 실무를 담당함. 우리나라 교육청과
같이 별도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가리킴. 2019년 기준으로 영국 내에 209개의 지역교육청이 있음.
교육표준청(OFSTED :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1992년
–
설립된 정부기구로서 교육부와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기관임. 잉글랜드
지역의 공립학교와 지역교육청, 일부 사립학교, 교사양성기관, 계속교육기관, 유아
교육기관 등을 평가함.
STA(Standards and Testing Agency)
–Early
–
Years부터 Key stage 2까지 초등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모니터하기 위하여 국가
영어와 수학 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우고 시험 시스템을 개발하며 학교에서 평가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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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에 대한 평가 전반을 관장함. Phonics, 필수 과목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자격제의
–
기준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독립기구로, 잉글랜드의
GCSEs와 A-level, 직업 및 기술 자격시험을 관장함. 자격제가 학생의 지식과 이해,
스킬을 제대로 반영하고 시험의 결과가 학생의 성취도를 정확히 나타내는지, 교사와
학생에게 자격제 전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자격제가 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지 관리할 책임이 있음.
TRA(Teaching Regulation Agency)
–교사의
–
위법행위 및 혐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교사 자격을 수여하며, 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Qualified Teacher)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제공하여 학교에서 고용 전
철저한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함.
UK Research and Innovation and Office for Students
–2018년,
–
고등교육기관에 재정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HEFCE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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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QUAL(The 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부서가 UK Research and Innovation(영국
과학 및 연구 투자기구)와 Office for Students(영국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기구)로
분리·통합됨.
UCAS(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s Service)
–대학입학업무를
–
관장하는 기구로 대학입학 희망자는 UCAS를 통해 5개 대학까지
일괄 지원
–대학입학
–
절차 및 방법, 구비 서류 영국의 대학 및 전공과정에 대한 정보, 진학 관련
통계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2012년부터
–
대학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대학정보 공개를 강화한 Key Information Set
Data 프로그램 실시

5 과학기술
1

과학기술 행정체제

(1) 정부기구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와 에너지
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를 통합하여
2016년 7월 설립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
–주요
–
분야 : 비즈니스, 산업전략, 과학, 연구 및 혁신, 에너지 및 청정성장, 기후변화

(2) 민간 자문기구 : 과학기술위원회(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위원회는 개별 부처의 책임을 뛰어넘는 과학기술 이슈들에 대해 총리에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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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과학자문관과 총리가 임명한 인사 등 2명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과학,
엔지니어링, 기술 각 분야의 19명이 위원으로 활동
위원회는 1년 4회 (3월, 6월, 9월, 12월) 개최
※ 수석과학자문관(Chief Scientific Advisor) : 영국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에 관여하는 핵심적 주체로서
GOS(Government Office for Science)의 실질적 책임자 및 총리의 과학 자문. 정부 정책 및 의사결정을
명확한 과학 및 공학적 증거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뒷받침

(3) 영국연구위원회(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
영국은 연구분야(Research)의 성공 확보를 위해 2018.4월 기존의 7개 연구위원회
(Research councils), Research England(신설) 및 Innovative UK를 통합한 “UK
Research and Innovation”을 출범
9개 위원회가 산하연구소, 대학, 기업 등의 연구사업 및 연구활동 지원
–예술
–
및 인문학 연구위원회(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AHRC)

BBSRC)

–공학
–
및 자연과학 연구위원회(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
–혁신UK(Innovate
–
UK, 기업 투자 및 기업의 연구협력 지원 등)
–의학
–
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 MRC)
–자연환경
–
연구위원회(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NERC)  
–Research
–
England (잉글랜드의 대학 연구 지원)
–과학기술시설
–
위원회(Science and Technology Facilitie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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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연구위원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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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
연구위원회(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 영국 과학기술 행정체계 】

총리
(Prime Minister)

수석과학자문관
(Chief Scientific Advisor
to the Government)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BEIS)

과학기술위원회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사무처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영국연구위원회
(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

2

영국의 과학기술 동향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 영국의 과학 수준
영국은 근대과학의 발상지로서 오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논문 발표 및
노벨상 수상 실적에서 미국에 이은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과학기술 지표로 본 영국의 과학수준은
–글로벌
–
혁신 지수 4위(202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 의학연구 선도국, 77개
유니콘 기업 보유(3위)
–세계
–
논문발표건수의 7%(3위), 많이 인용되는 논문 14%(3위), 상대적 피인용지수
(FWCI) 1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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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 정책 동향
2004년 과학기술혁신 10개년(2004～2014) 투자계획, 2014년 과학혁신성장계획,
2017년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2021년 영국 연구개발 로드맵 등을 통해 영국의
과학 및 혁신의 우수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함.
2017년 11월 발표한 “산업전략 백서(Industrial Strategy : Building a Britain fit for the
future)”를 통해,
–영국이
–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R&D 정책방향을 제시함.
산업전략 백서에서 영국은 미래 산업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4가지 도전요인을 제시함.
–①
– AI와 Data Economy, ② Clean Growth, ③ Future of Mobility, ④ Aging
Society를 제시함.

Research Councils), Innovate UK, 과학기술위원회(the Council for Science and

–영국이
–
AI와 데이터경제의 선두주자가 되고, 청정성장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영국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사람·상품·서비스 운송의 자동화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 고령화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여 혁신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임
영국이 직면한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아이디어(Ideas), 인적자원
(People), 인프라(Infrastructure), 사업환경(Business environment), 지역(Places)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함.
–(아이디어)
–
R&D 투자 규모를 2027년까지 GDP 대비 2.4%까지 확대하고, R&D
세액공제율을 12%까지 상향 조정하며, 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전략도전
기금(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에 754백만 파운드 신규 투자 계획
–(인적자원)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교육시스템을 확립, 수학·디지털·기술 교육에
406백만 파운드 추가 투자, 국가재훈련계획 (National Retraining Scheme)을 신설
하여 디지털 및 건설 교육에 64백만 파운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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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국립학회들과 협업으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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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
요인들은 영국 과학사무처(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연구회(the

–(인프라)
–
국가생산성투자기금(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를 310억
파운드 규모로 증가시켜 교통·주거·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소 확충에
4억 파운드 및 플러그인 차량 보조금으로 1억 파운드 등 전기차 지원, 5G에 176백
만 파운드 지원 및 지역 디지털망 확충에 200백만 파운드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억 파운드 이상 투자
–(사업환경)
–
분야별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쉽 산업전략을 수립
(생명과학·건설·인공지능·자동차 분야 우선 추진), 혁신 잠재력 산업에 200억
파운드 이상 투자, 중소기업 생산성 확대를 위한 정책 검토
–(지역)
–
지역별 강점 및 경제적 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별 산업전략(Local Industrial
Strategy) 마련, 도시간 교통연계 확충을 위한 17억 파운드 규모의 도시전환기금
(Transforming Cities fund) 조성, 저개발 지역에 우수 교사진 확충을 위해 42백만
파운드 규모의 교사육성지원(Teacher Development Premium) 시범 추진
영국 정부의 R&D 투자도 산업전략의 방향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간
협의를 통해 투자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투자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분야별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쉽으로
분야별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R&D 중점투자분야도 그러한 전략에 맞춘다는 것임.
–생명과학(Life
–
Sciences)·건설·인공지능(AI)·자동차분야를 분야별 전략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2017년 12월에 분야별 전략 중 가장 먼저 ‘생명과학분야 섹터딜 (Industrial Sterategy:
Life Sciences Sector Deal)’을 수립함.
–동
– 전략 수립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학계 등 25개 조직과 협업을
추진
–GSK(GlaxoSmithKline),
–
AstraZeneca 등 세계적 기업들과 Wellcome Trust,
Cancer Research UK, NHS 등 단체들간 파트너쉽 구축
–생명과학
–
분야 육성을 통해 640억 파운드 매출액 창출과 23만명 이상의 동 분야
과학자 및 과학 분야 종사자 고용 창출 목표
–구체적으로
–
‘Data to early diagnostics and precision medicine 프로그램’에 약 210백만
파운드 투자해서 지노믹스(Genomics), 디지털 진단 및 인공지능 연구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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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
Medicines Manufacturing Centre’(12백만 파운드 투자), ‘Vaccines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Centre’(66백만 파운드 투자) 신규 설립 등 추진
–Novo
–
Nordisk社가 2021년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에 115백만
파운드 투자를 발표, GSK, AstraZeneca社 등은 정부와 협업으로 지놈 시퀀싱, 암 관련
지놈기전 등 연구
–옥스퍼드대학은
–
Janssen Pharmaceutica NV社 등과 우울증 연구 공동 추진
–리즈(Leeds)
–
지역의 의료기술 허브에 대학·지방정부·NHS·기업 등이 참여하여
350백만 파운드를 투자, 쉐필드 지역에 재활 연구혁신센터 및 어린이 건강기술센터
등 설립
2018년 4월에는 ‘인공지능분야 섹터딜 (Industrial Sterategy: Artificial Intelligence
Sector Deal)’을 수립함.
–인공지능
–
분야에서 2030년까지 약 2,320억 파운드의 매출액 창출이 기대되며, 이를

–섹터딜의
–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외 인재 확보, 디지털 및 데이터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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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부, 기업 등은 약 9억 5천 파운드를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할 계획

제고, AI 창업 및 성장에 최적인 환경 조성 등임

2천만 파운드 투자, 극한환경프로그램에 대한 로봇 공학(robotics) 및 AI 적용을 위해
9천 3백만 파운드 투자, R&D 조세지출 12%로 확대, 기타 박사급 인재양성, 기술개발
및 연구소지원 등을 위해 4억 2천 5백만 파운드 투자 등
–2025년까지
–
1,000명의 정부지원 박사급 일자리 창출, AI분야 박사양성을 위한 1억
파운드 투자, 수학·디지털·기술교육을 위해 4억 6백만 파운드 투자, 과학·디지털
기술·엔지니어·예술·창조분야의 인재확보를 위해 Tier 1 비자를 1년에 2,000개까지
확대 등
–초고속
–
브로드밴드 95% 확보,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확보를 위해 5G 모바일 네트워크
개발에 10억 파운드 이상 투자
–AI
– 위원회(AI Council)과 협업할 Offi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신설, 기업 창업 등
을 위해 25억 파운드 규모의 펀드 투자
–지방의
–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억 파운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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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
및 보험 분야의 AI 및 데이터기반 기술 적용을 포함한 서비스분야 AI 활용에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2020년 1월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을
발표함.
–주도하는
–
과학 초강국(superpower)으로 확립하기 위한 비전 실현
–새롭고
–
야심찬 R&D 로드맵으로 영국을 전세계의 과학자, 연구자 및 기업인들을
위한 최고의 장소로 확립
–3억
– 파운드의 정부 투자로 과학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인재사무처(Office
–
for Talent)를 신규 설치하여 글로벌 과학자, 연구자 및 혁신가들이
영국으로 오는 것을 용이할 계획
–국가
–
데이터 전략, 녹색산업 10대 혁명 계획 등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
로드맵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운영

(3) 영국의 연구개발비(2018년 기준, 발표: 2020년)
총 연구개발비 지출 : 371억 파운드(GDP의 1.71%)
투자주체별 분포
–정부
–
: 107억 파운드(30%)
–기업
–
: 250억 파운드(68%)
–비영리재단
–
: 8억 파운드(2%)
※ 정부투자비는 공공기관(연구위원회, 고등교육부문)에서 투자한 연구비 포함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2018년 R&D 투자는 고등교육을 제외하고 전 부분의 R&D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영국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EU국가 중 1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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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예산(연구위원회 등) 투자현황 및 계획(2017-2020)
(단위 : 백만 파운드)

년도
투자분야

2017/18

2018/19

2019/20

110

124

167

(10)

(45)

영국연구위원회 (UKRI)
예술인문연구위원회 (AHRC)
(국제협력펀드)
바이오연구위원회 (BBSRC)

446

438

445

공학물리과학연구위원회 (EPSRC)

1,052

1,148

1,110

경제사회연구위원회 (ESRC)

210

224

211

의학연구위원회 (MRC)

727

717

746

(3)

(46)

(미래리더펠로우쉽)

441

404

과학기술시설위원회 (STFC)

674

725

697

혁신 UK (Innovate UK)

714

829

906

(91)

(211)

2,217

2,355

(2)

(32)

6,390

6,865

7,040

우주청 (UK Space Agency)

397

370

446

국립학회 (National Academies)

153

176

195

국립연구소 및 센터

230

234

244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프로그램

400

346

329

기타 투자

1,180

1,126

1,213

투자 예정

-

71

456

총 R&D 투자

7,570

8,062

8,710

(사업화펀드)
Research England

2,013

(지역 R&D 펀드)
영국연구위원회 (UKRI) 총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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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연구위원회 (NERC)

기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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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과학기술 지원사업
전략적 선도펀드 (Strategic Priorities Fund)
–청정대기
–
확보를 위해 오염배출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5백만 파운드),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디지털기술개발 (1백만 파운드 이상), 기후
변화위험 적응기술개발 (3.5백만 파운드) 등
산업전략 챌린지펀드 (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
–영국의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투자계획으로, 4년간 47억 파운드 투자 예정
–무인자동차를
–
위한 차세대 AI 및 컨트롤시스템 개발(3천 8백만 파운드), 차세대
배터리 개발 (2억 4천 6백만 파운드)
–조기진단
–
및 정밀의료 기술개발 (2억 1천만 파운드), 건강노화를 위한 기술개발
(9천 8백만 파운드), 환자치료 개선을 위한 신약개발 및 새로운 디지털기술개발
(1억 8천 1백만 파운드)
–국가위성테스트시설
–
(9천 9백만 파운드),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차세대서비스 기술
개발 (2천만 파운드), 스타트에너지시스템 개발 (1억 3백만 파운드)
–자동차·헬스케어·인프라·통신·사이버안전
–
및 국방에 변화를 가져올 퀀텀기술
개발 (2천만 파운드), 안전한 세상을 위한 로봇기술 개발 (9천 3백만 파운드)
–보다
–
싸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건강에 친화적인 건축기술 개발 (1억 7천만 파운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음식물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9천만 파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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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개발을 위한 펀드 (Strength in Places Fund)
–R&D에
–
강점이 있는 혁신 지역을 선별하여 기업클러스터들이 혁신·신기술을 채택
하도록 하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클러스터로 육성
인공지능연구센터 (Artificial Intelligence, Centres for Doctoral Training)
–AI분야
–
10～20개의 박사과정훈련센터 개설, 각 센터는 최소 50명의 학생을 지원해야
하며, UKRI는 최대 40명의 장학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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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주요 과학기술 업적 및 발명품

(1) 주요 과학기술 업적
17세기 : 아이작 뉴턴의 중력이론과 운동법칙
18세기 : 에드워드 제너의 면역법 발견
19세기 : 마이클 파라데이의 전동기, 발전기 발명
20세기
–DNA의
–
3차원 분자구조(3-Dimensional Structure) 발견
–초전도
–
현상 발견, 남극지역의 오존층에 있는 구멍(hole) 발견
–DNA
–
지문 채취법 발견, Y 염색체의 성 결정 유전자 발견
PART 6

–단일세포형태의
–
항원체(monoclonal antibodies) 발견
–의료진단을
–
위한 전산기 응용 단층촬영기법 개발
–세계
–
최초로 유전자변형 심장(heart)을 가진 돼지 생산

사회·문화·교육·과학

–복제양(Dolly
–
sheep)생산, 인간배반포 복제 성공
21세기
–흑연에서
–
그래핀(Graphene) 분리 성공

(2) 주요 발명품
증기기관(James Watt, 1765), 면역법(Edward Jenner, 1796)
발전기(Michael Faraday, 1831), 팩시밀리(Alexander Bain, 1843)
컴퓨터의 모체가 되는 기억 장치와 연산장치를 갖춘 해석 엔진(Analytical Engine)을
설계 제작(C. Babbage, 1833)
텔레비전(John Baird,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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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Alexander Fleming, 1927)
입체영상-Holography(Dennis Gabon, 1947)
레이더(Watson Watt, 1935)
공기부양선-Hovercraft(Christopher Cockerell, 1956)
월드와이드웹(Tim Berners-Lee, 1989)

(3) 영국의 노벨상 수상 실적
분 야

인 원
물

과학분야

화

리

학
학

28
98

33

생리·의학

37

문

학

13

평

화

13

학

11

경

제
계

133
※ 2020년도 영국 수상자 – 물리학 Roger Penrose, 생리·의학 : Michael Hough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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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

1. 외교관계
2. 경제관계
3. 문화관계
4. 친선단체 현황
5. 한인 사회 현황
6. 우리나라 진출업체 현항
7. 주요협정 체결 현황

1 외교관계
1

개요

1883년 한·영 우호통상항해조약(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을
조인함으로써, 영국은 서방 국가 중 미국에 이어 한국의 2번째 수교국이 됨.
–1884년
–
4월 서울에 영국 총영사관이 설치되었으며, 1900년 공사관으로 격상되었다가
1910년 국권피탈 후 총영사관으로 다시 격하된 채로 유지
–1901년
–
대한제국은 주영국공사관을 개설하고 초대공사로 민영돈 공사가 부임
1949년 1월 한·영간에 국교가 재수립 되었으며, 영국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함.
한국전쟁시 1950년 9월 영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고(참전 연인원 :
81,084명, 미국 다음의 최다 파병국) 1951년에는 동 영국군이 영연방군으로 통합됨.
영국군은 글로스터 연대의 격전(1951.4.22～24) 등 큰 전공을 남겼으며, 전쟁 중 전사자
1,106명, 부상자 2,674명, 포로 1,060명을 기록함.
–(글로스터
–
연대의 격전) 1951년 4월 22～24일간 영국 글로스터연대 1대대 9백여명이
춘계 대공세를 편 중공군 3만 명에 포위되어 임진강 유역인 경기도 파주군 설마리
(영국은 이곳을 Gloucester Valley라고 부름, 현재 영국군 참전기념비 소재)에서 혈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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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임으로써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임진강 전선에서 3일간이나 저지, 후퇴한 UN군이
전열을 재정비하여 반격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함.
–(한국전
–
참전 전몰용사 추모비 건립) 1987년 3월 11일 영국 한국전 참전 용사회 주관,
St. Paul’s Cathedral에서 한국전 참전 전몰용사 추모비 제막식 행사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됨(동 추모비 석재는 한국 정부가 기증).
–(런던
–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한국전 참전 16개국 중 유일하게 수도에 참전기념비가
부재하였고, 1995년 워싱턴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건립된 것을 계기로 런던에 참전
기념비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증대함에 따라 보훈처 및 재영한국기업 등으로
부터 모금을 통해 템즈강 사이 Victoria Embankment Gardens내 건립(2013년 11월
윌리엄 왕세손이 기공식 실시, 2014년 12월 글로스터 공작이 준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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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은 한국이 △민주화 △경제성장 △첨단과학기술 △높은 교육수준을 단기간
내 이룩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교역·투자, 인적교류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무대
에서도 한국을 긴밀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

2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8차례에 걸친 역대 우리 대통령의 방영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방한(1999.4) 및
5차례에 걸친 영국 총리의 방한을 통해 양국 우호 관계가 공고화되고 있음.
–가장
–
최근의 양국 정상간 방문 사례로 2010년 11월 카메론 총리가 제3차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였으며,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있었음.
2021년 6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 참석차 문재인 대통령이 방영할 예정인 바,  
브렉시트 이후 다방면에서 한-영 양국간 파트너쉽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영국은 2021년 발표한 ‘외교안보통합검토서’에서 외교 전략의 중심축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제시함.

있음.

PART 7

양국간 협력의 폭은 비확산, 기후변화, 개도국 지원 등 글로벌 이슈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영국은
–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영연방 수장국으로서 인권, 개도국 지원, 기후변화,
매우 중요
양국은 고위인사 교류 추진 및 정례적 대화채널 확대를 통해 정치·경제적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각종 이슈에 대한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임.
–영국
–
정부는 그간 국제무대에서 우리에게 우호적이며 협조적인 입장을 유지
북핵문제 및 한반도 정세 관련, 영국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해왔으며
북핵문제에 대해 세계적 핵 비확산 차원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영국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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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

국제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관여하고 있어 중장기 관점에서 영국과의 협력은

3

주요외교일지

  1882년 4월 21일

한·미 조약과 동일한 14개조 한·영 조약 조인
(당시 영국 정부는 상기 조약이 한·일 수호통상장정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비준 보류)

  1883년 11월 26일

한·영 우호통상항해조약 및 부속장정 조인

  1884년 4월 4일

영국공사 해리 파크스(Harry Parkes) 내한하여 비준서 교환
주한 영국총영사로 윌리엄 애스턴(William Aston) 상주

  1900년

주한 영국총영사관, 공사관으로 격상

  1901년

주영 한국공사관 개설(민영돈 공사 부임)

  1906년

을사조약 체결후 주한공사관이 총영사관으로 격하
(1910년 국권피탈 후에도 동 총영사관은 계속 유지)

  1946년

주한 영국총영사관 재개설

  1949년 1월 18일

한·영 국교가 재개되고, 영국정부는 대한민국을 정식 승인

  1949년 3월 1일

비비언 홀트(Vyvyan Holt) 주한영국공사 신임장 제정,
주한영국공사관 설립

  1949년 12월 31일

윤치창 초대 주영공사 임명(공사관 개설 : 1950.2.17)

  1950년 6월 6일

비비언 홀트(Vyvyan Holt) 주한영국공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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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으로 북한군에 납치)
  1957년 6월 13일

한·영 양국간에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합의

  1957년 6월 28일

허버트 에반스(Hubert J. Evans) 주한영국공사,
초대대사로 승진하여 신임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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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년 11월 1일

김용우 초대 주영대사 신임장 제정

  1958년 11월 28일

제2대 김유택 대사 신임장 제정

  1961년 3월 17일

제2대 월터 고프리(Walter Godfrey) 주한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1961년 5월 10일

제3대 주영대사로 김용식 임명

  1962년 8월 16일

제4대 주영대사로 이형근 임명

  1967년 12월 12일

제5대 배의환 대사 신임장 제정

  1969년 3월 14일

제4대 트렌치(N.C.C. Trench) 주한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1971년 10월 6일

제5대 제프리 피터슨(Jeffrey Charles Petersen) 주한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1971년 11월 10일

제6대 최경록 대사 신임장 제정

  1974년 12월 17일

제7대 김용식 대사 신임장 제정

  1975년 3월 5일

제6대 윌리엄 베이츠(William Stanley Bates) 주한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1977년 5월 11일

제8대 한표욱 대사 신임장 제정

  1980년 9월 24일

제7대 모건(J.A.L. Morgan) 주한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1981년 2월 25일

제9대 강영훈 대사 신임장 제정

  1983년 5월 4일

제8대 스프레클리(J.N.T. Spreckley) 주한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1985년 2월 14일

제10대 김영주 대사 신임장 제정

  1986년 10월 16일

제9대 로렌스 미들턴(Lawrence J. Middleton) 주한영국대사 신임장

제11대 오재희 대사 신임장 제정

  1990년 4월 17일

제10대 데이빗 라이트(David J. Wright) 주한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1991년 5월 16일

제12대 이홍구 대사 신임장 제정

  1993년 7월 13일

제13대 노창희 대사 신임장 제정

  1994년 4월 4일

제11대 토마스 해리스(Thomas Harris) 주한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1996년 5월 2일

제14대 최동진 대사 신임장 제정

  1997년 4월 15일

제12대 스티븐 브라운(Stephen Brown) 대사 신임장 제정

  1999년 3월 23일

제15대 최성홍 대사 신임장 제정

  2000년 8월 30일

제13대 찰스 험프리(Charles Humfrey) 주한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2001년 7월 31일

제16대 라종일 대사 신임장 제정

한국과의 관계

  1987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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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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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7월 19일

제17대 이태식 대사 신임장 제정

  2003년 12월 2일

제14대 워릭 모리스(Warwick Morris) 주한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2005년 6월 10일

제18대 조윤제 대사 신임장 제정

  2008년 2월 15일

제15대 마틴 유든(Martin Uden) 주한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2008년 10월 9일

제19대 천영우 대사 신임장 제정

  2010년 5월 19일

제20대 추규호 대사 신임장 제정

  2011년 11월 25일

제16대 스캇 와이트먼(Scott Wightman) 주한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2012년 12월 5일

제21대 박석환 대사 신임장 제정

  2013년 10월 24일

제22대 임성남 대사 신임장 제정

  2015년 2월 12일

제17대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2016년 6월 1일

제23대 황준국 대사 신임장 제정

  2018년 3월 6일

제18대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2018년 11월 22일

제24대 박은하 대사 신임장 제정  

4

주요인사 교류

  1963년

알렉산더(Alexander) 영국군 참모총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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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년 12월

이동원 외무부장관 방영

  1965년 4월

월트슨(Lord Waltson) 외무부 정무차관 방한

  1965년 10월

영국정부 초청으로 국회의장단(윤치영, 백두진 의원 등) 5인 방영

  1968년 6월

Mallalieu 상원의원 방한

  1968년 11월

줄리언 애머리(Julian Amery) 전 항공부장관 방한

  1972년 2월

알렉 더글러스홈(Alec Douglas-Home) 외무장관 방한

  1973년 2월

김용식 외무부장관 방영

  1974년 3월

태완선 부총리 방영

  1974년 9월

스코틀랜드 통상사절단 방한

  1974년 10월

Nichols를 단장으로 하는 통상사절단 방한

  1974년 12월

토마스 브림로우(Sir Thomas Brimelow) 외무성 사무국무상 방한

  1975년 3월

장예준 상공부장관 방영

  1975년 5월

K.M.Wilford 외무부 아주담당 국무상보 방한

  1975년 5월

경제사절단(Lord Diamond단장) 방한

  1975년 9월

김용환 재무부장관 방영

  1975년 6월

피터 쇼어(Peter Shore) 통상장관 방한

  1976년 4월

로이 메이슨(Roy Mason) 국방장관 방한

  1976년 5월

남덕우 부총리 방영

  1976년 5월

Neville Trotter 하원의원 방한

  1976년 9월

코프먼(G.Kaufman) 산업장관 방한

  1977년 1월

R.Maudling 하원의원 방한

  1977년 4월

에드먼드 델(Edmund Dell) 통상장관 방한

  1977년 4월

박동진 외무부장관 방영

  1978년 2월

박동진 외무부장관 방영

  1978년 5월

에드워드 히쓰(Edward Heath) 전 총리 방한

  1978년 6월

Julian E.Ridsdale, Julian Amery 하원의원 방한

  1978년 12월

John Langford-Holt 하원의원 방한

  1979년 1월

John Stanley 하원의원 방한

  1979년 5월

홍성철 보건사회부장관 방영

  1979년 10월

Sir Paul Bryan 의원 방한

  1980년 1월

존 노트(John Nott) 통상장관 방한

  1980년 2월

영국 IPU 의원단 방한

한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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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4월

박동진 외무부장관 방영

  1980년 6월

박충훈 부총리 방영

  1980년 7월

Sir Ian Gilmour 국쇄상서 겸 외무장관대리 방한

  1980년 8월

Nevile Trotter 하원의원 방한

  1980년 10월

Ben Ford 하원의원 방한

  1981년 1월

William Wilson 노동당의원 방한

  1981년 1월

이승윤 재무부장관 방영

  1981년 3월

Peter Blaker 외무부 국무상 방한

  1981년 4월

Sir Anthony Farrar-Hockley 대장 방한

  1981년 7월

이규호 문교부장관 방영

  1981년 9월

남덕우 총리 방영

  1981년 9월

서석준 상공부장관 방영

  1981년 11월

노태우 특사 방영

  1982년 1월

Atkins 국쇄상서 겸 외무장관대리 방한

  1982년 2월

비픈(Biffen) 통상부장관 방한

  1982년 10월

이범석 외무부장관 방영

  1983년 1월

데이비드 하웰(David Howell) 교통장관 방한

  1983년 5월

이진희 문공부장관 방영
강경식 재무부장관 방영
김정례 보사부장관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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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 5월

Gloucester공작 방한(한·영수교 100주년기념 로얄발레단 인솔)

  1983년 6월

이종찬 의원 등 한·영수교 100주년기념 의원사절단 방영

  1983년 9월

오세응 정무장관 방영

  1983년 10월

켄트(Kent)공 방한(영국경제사절단 인솔)

  1983년 11월

캐링턴(Carrington) 전 외무부장관 방한

  1984년 2월

이진희 문공부장관 방영

  1984년 3월

Channon 통상부 국무상 방한

  1984년 4월   

금진호 상공부장관 방영

  1984년 4월

하우(G.Howe) 외무장관 방한

  1984년 10월

Luce 외무부 국무상 방한

  1984년 10월

에드워즈(Edwards) 웨일스부 장관 방한

  1984년 11월

Sir William Harding 외무부 부국무상 방한

  1985년 4월

John Stainer 육군참모총장 방한

  1985년 5월

김만제 재무부장관 방영

  1985년 6월

Pattie 상공부 국무상 방한

  1985년 6월

Sir Antony Acland 외무부 사무국무상 방한

  1985년 9월

Lord Belstead 농수산부 부장관 방한

  1985년 10월

에딘버러(Edinburgh) 공작 방한(국제승마협회 회의 참석)

  1985년 11월

Sir David Orr 영국문화원이사장 방한

  1986년 3월

웨일스부 장관 방한

  1986년 4월

전두환 대통령 방영

  1986년 5월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총리 공식 방한

  1986년 5월

한·영 의원친선협회 사절단(단장 : 이종찬 의원) 방영

  1986년 6월

Lord Trefgarne 국방부 구매담당국무상 방한

  1987년 2월

Robert Jackson 하원의원(보수당) 방한

  1987년 3월

Peter Viggers 북아일랜드부 국무상 방한

  1987년 3월

Sir Geoffrey Edwin Patti 통상부 정보기술담당 부장관방한

  1987년 3월

Timothy Renton 외무부 군축·국방담당국무상 방한

  1987년 4월

Sir Peter Emery 하원의원(보수당) 방한

한국과의 관계

John Farr 영·한의원친선협회장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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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4월

Michael Howard 통상부 법인·소비자보호담당 정무차관 방한

  1987년 4월

Lord Winchilsea 상원의원 방한

  1988년 2월

Lord Glenarthur 외무부 부장관 방한(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1988년 3월

조지 영거(George Younger) 국방장관 방한

  1988년 7월

이종찬 정무장관 방영

  1988년 9월

앤(Anne) 공주 방한(올림픽 참관)
Colin Moynihan 스포츠담당 부장관 방한
에드워드 히쓰(Edward Heath) 전 총리 방한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66

  1988년 10월

Tom King 북아일랜드장관 방한

  1989년 2월

한승수 상공부장관 방영

  1989년 4월

존 무어(John Moore) 사회복지장관 방한

  1989년 5월

Lord Glenarthur 외무부 국무상 방한

  1989년 6월

최호중 외무부장관 방영

  1989년 9월

피터 워커(Peter Walker) 웨일스장관 방한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 방영

  1990년 2월

이봉서 동자부장관 방영

  1990년 5월

Patrick Wright 외무부 사무국무상 방한

  1990년 5월

니콜라스 리들리(Nicholas Ridley) 상공부장관 방한

  1990년 9월

Runcie 캔터베리대주교 방한

  1990년 9월

Bernard Weatherill 하원의장 방한

  1990년 12월

Caithness 외무부 부장관 방한

  1991년 3월

김진현 과기처장관 방영

  1991년 4월

Peter Brooke 북아일랜드장관 방한

  1991년 4월

정영의 재무부장관 방영

  1991년 5월

박준규 국회의장 방영

  1992년 2월

Caithness 외무부 부장관 방한

  1992년 4월

안필준 보사부장관 방영

  1992년 6월

Goodlad 외무부 부장관 방한

  1992년 11월

찰스(Charles) 왕세자 부부 방한

  1993년 4월

허드(Hurd) 외무장관 방한

  1993년 6월

한승주 외무장관 방영

  1993년 6월

이기택 민주당대표 최고위원 방영

  1993년 9월

헌트(Hunt) 노동장관 방한

  1994년 1월

Goodlad 외무부 국무상 방한

  1994년 4월

한승주 외무장관 방영

  1994년 6월

영국 IPU 의원단 방한

  1994년 10월

헤셀타인(Heseltine) 상공장관 방한

  1995년 3월

김영삼 대통령 방영

  1995년 3월

Bottomley 보건장관 방한

  1995년 4월

Needham 통산부 부장관 방한

  1995년 4월

모히니(Mawhinney) 교통부 장관 방한

  1995년 8월

이한동 국회부의장 방영

  1995년 8월

Hanley 외무부 국무상 방한

  1995년 9월

헤이그(Hague) 웨일스 담당 장관 방한

  1996년 1월

Portillo 국방장관 방한

  1996년 3월

메이저(Major) 총리 방한

  1996년 5월

마이클 포시쓰(Michael Forsyth) 스코틀랜드 담당 장관 방한

  1996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단 방영

  1996년 9월

Hanley 외무부 국무상 방한

한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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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9월

Malone 보건부 국무상 방한

  1997년 3월

국회윤리특위 의원단 방영

  1997년 4월

Gloucester 공작 방한

  1997년 9월

Clinton-Davis 통산부 부장관 방한

  1997년 9월

Sir Jock Slater 해군참모총장 방한

  1997년 10월

데이비스(Davies) 웨일스 담당 장관 방한

  1997년 10월

Kent 공작 방한

  1997년 11월

Derek Fatchett 외무부 국무상 방한

  1998년 4월

김대중 대통령 방영(제2차 ASEM 정상회의 참석)

  1999년 4월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Ⅱ) 여왕 방한

  1999년 9월

서정욱 과기부장관 방영

  2000년 5월

훈(Hoon) 국방장관 방한

  2000년 9월

영·한 의원친선협회사절단 방한(회장 : John Stanley 의원)

  2000년 10월

블레어(Blair) 총리 방한(제3차 ASEM 정상회의 참석)

  2001년 1월

이용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방영

  2001년 2월

신국환 산자부장관 방영

  2001년 2월

한·영 의원친선협회사절단 방영(회장 : 서정화 의원)

  2001년 3월

국회 IPU 사절단 방영(김종호 부의장 등 8명)

  2001년 4월

앤드류(Andrew) 왕자 방한

  2001년 6월

Richard Caborn 통상담당 국무상 방한

  2001년 7월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공식방문

  2001년 7월

김명섭 국회정보위원장 방영

  2001년 7월

이상수 국회운영위원장 방영

  2001년 9월

MacShane 외무성 정무차관 방한

  2001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공식 방영

  2002년 3월

고건 서울시장 방영

  2002년 4월

채영복 과기부장관 방영

  2002년 5월

Peter Mandelson 의원 방한

  2003년 1월

조부영 국회부의장 방영

  2003년 1월

이종욱 WHO 사무총장 방영

  2003년 2월

Peter Mandelson 하원의원 방한

  2003년 3월

국회 예결위 의원단 방영

  2003년 4월

김진표 경제부총리 방영

  2003년 4월

윤진식 산자부장관 방영

  2003년 5월

국회 복지위 의원단 방영

  2003년 6월

허성관 해수부장관 방영

  2003년 6월

Peter Mandelson 의원 방한

  2003년 7월

블레어(Blair) 총리 방한

  2003년 7월

국회 국방위 의원단 방영(장영달 의원 등)

  2003년 7월

진보정치회의 국회대표단 방영(정동영 의원 등)

  2003년 11월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방영

  2004년 3월

임채정 특사 방영

  2004년 3월

국회교육위 대표단 방영(윤영덕 위원장 등)

  2004년 3월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방영

  2004년 3월

이헌재 경제부총리 방영

  2004년 5월

열린우리당 대표단 방영(박명광 의원 등)

  2004년 6월

임채정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 방영

  2004년 7월

OSCE 의회 제13차 연례회의 국회대표단 방영(정장선 의원 등)

  2004년 8월

맹형규 산업자원위 위원장 방영

한국과의 관계

장재식 산자부장관 방영

PART 7

  2001년 12월

169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70

  2004년 9월

Robert Finch Lord Mayor 방한

  2004년 9월

허성관 행자부장관 방영

  2004년 10월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방영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국빈 방문

  2005년 5월

이헌재 경제부총리 방영

  2005년 11월

요크(York)공(앤드류 왕자) 방한

  2006년 2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방영

  2006년 5월

한덕수 경제부총리 방영

  2006년 6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방영

  2006년 10월

John Prescott 부총리 방한

  2007년 3월

박명재 행자부장관 방영

  2007년 5월

권오규 경제부총리 방영

  2007년 5월

박병석 국회정무위원장 및 박상돈 의원 방영

  2007년 5월

윤증현 금감위원장 방영

  2007년 7월

김명자 국회윤리특위원장 방영

  2007년 7월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방영

  2007년 10월

John Stuttard Lord Mayor 방한

  2008년 1월

김문수 경기도지사 방영

  2008년 1월

사공일 대통령특사 방영

  2008년 5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방영

  2008년 5월

전광우 금융위원장 방영

  2008년 9월

요크(York)공(앤드류 왕자) 방한

  2008년 10월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방영

  2009년 2월

사공일 대통령특사 방영

  2009년 2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영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방영

  2009년 4월

이명박 대통령 방영(G20 정상회의 계기)

  2009년 10월

맨델슨(Mandelson) 기업혁신기술부 장관

  2010년 1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방영(아프간국제회의 계기)

  2010년 8월

한·영 의원친선협회 방영(심재철 의원 등)

  2010년 11월

카메론(Cameron) 총리 방한(G20 정상회의 계기)

  2011년 7월

국회 외통위 의원단 방영(김동철 의원 등)

  2011년 10월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국무상 방영(런던 사이버스페이스총회 계기)

  2012년 3월

Clegg 부총리 방한(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2012년 4월

안대희 대법관 방영

  2012년 5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방영

  2012년 8월

이병석 국회부의장 방영

  2012년 10월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방영

  2013년 2월

Hugo Swire 외교부 아태담당 국무상 방한(대통령 취임 특사)

  2013년 4월

한승수 대통령 특사

  2013년 5월

데이비(Davey) 에너지기후변화장관 방한

  2013년 5월

현오석 기재부장관 방영

  2013년 7월

글로스터(Gloucester)공 방한

  2013년 10월

헤이그(Hague) 외교부 장관 방한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방영

  2014년 10월

버카우(Bercow) 하원의장 방한

  2014년 10월

에드워드(Edward) 왕자 방한

  2014년 12월

윤병세 외교부장관 방영

  2014년 12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방영

  2014년 12월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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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6월

최경환 부총리 방영

  2015년 6월

양승태 대법원장 방영

  2015년 6월

유기준 해수부장관 방영

  2015년 8월

해먼드(Hammond) 외교장관 방한

  2016년 3월

김종덕 문화부장관 방영

  2016년 5월

김현웅 법무부장관 방영

  2016년 12월

해먼드(Hammond) 재무장관 방한

  2016년 12월

주형환 산자부장관 방영(JETCO)

  2017년 2월

브래들리(Bradley) 문화부장관 방한

  2017년 2월

윤병세 외교부장관 방영

  2017년 3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방영

  2017년 4월

클라크(Clarke) 기업에너지산업부장관 방한

  2017년 11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영

  2018년 1월

정세균 국회의장 방영

  2018년 2월

앤(Anne) 공주 방한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2018년 5월

김영춘 해수부 장관 방영

  2018년 5월

이낙연 국무총리 방영 (경유)

  2018년 7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영

  2018년 12월

피우진 보훈처장 방영

  2019년 5월

요크(York)공(앤드류 왕자) 방한

  2020년 2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영

  2020년 9월

메이(May) 전 총리 방한

  2020년 9월

랍(Raab) 외교장관 방한

  2020년 10월

샤르마(Sharma) 기업에너지산업부장관 방한

  2021년 5월

정의용 외교부장관 방영

5

한·영 정부간 협의회 개최 현황

(1)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ROK-UK Strategic Dialogue)
1979년 ~ 2008년간 한-영간 국무상급 정책협의회(Korea-UK Policy Consultations)를
개최해오다 2013년 국빈방영 계기 장관급 전략대화로 협의체로 격상됨.
  2014년 12월

제1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런던 개최
(윤병세 외교부 장관 / Hammond 외교부장관)

  2015년  8월

제2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서울 개최
(윤병세 외교부 장관 / Hammond 외교부장관)

  2017년  2월

제3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런던 개최
(윤병세 외교부 장관 / Johnson 외교부장관)

  2018년  7월

제4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런던 개최
(강경화 외교부 장관 / Hunt 외교부장관)

  2020년  9월

제5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서울 개최
(강경화 외교부 장관 / Raab 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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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켄트 개최
(정의용 외교부 장관 / Raab 외교부장관)

1991년 2월 Needham 의원 및 1992년 2월 말콤 신클레어(Malcolm Sinclair, 20th
Earl of Caithness) 외교부 국무상이 영·일 21세기 위원회에 상응하는 한·영 협의체
제의하여 1993년 ~ 2013년간 개최됨.
  1993년 4월

제 1차 회의 서울 개최

  1998년 11월

제 6차 회의 런던 개최

  1999년 4월

제 7차 회의 서울 개최

  2000년 5월

제 8차 회의 런던 개최

  2001년 3월

제 9차 회의 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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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영 미래포럼(Korea-UK Forum for the Future)

  2002년 4월

제10차 회의 캠브리지 개최

  2003년 4월

제11차 회의 서울 개최

  2004년 6월

제12차 회의 런던 개최

  2005년 3월

제13차 회의 서울 개최

  2006년 6월

제14차 회의 런던 개최

  2007년 5월

제15차 회의 서울 개최

  2008년 6월

제16차 회의 런던 개최

  2009년 6월

제17차 회의 서울 개최

  2010년 7월

제18차 회의 런던 개최

  2011년 6월

제19차 회의 서울 개최

  2012년 6월

제20차 회의 런던 개최

  2013년 6월

제21차 회의 서울 개최

(3) 한·영 경제협의회
1, 2, 3차 회의는 한·영 정책협의회의 일환으로 개최, 2013년 이후 장관급 경제통상
공동위원회로 격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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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 10월

제4차 회의 서울 개최

  1984년 12월

제5차 회의 런던 개최

  1986년 2월

제6차 회의 서울 개최

  1987년 9월

제7차 회의 런던 개최

  1988년 11월

제8차 회의 서울 개최

  1989년 10월

제9차 회의 런던 개최

  1991년 2월

제10차 회의 서울 개최

  1992년 5월

제11차 회의 런던 개최

  1993년 10월

제12차 회의 서울 개최

  1994년 9월

제13차 회의 런던 개최

  1995년 10월

제14차 회의 서울 개최

  1996년 9월

제15차 회의 런던 개최

  1997년 10월

제16차 회의 서울 개최

  1999년 6월

제17차 회의 서울 개최

  2000년 7월

제18차 회의 런던 개최

  2001년 5월

제19차 회의 서울 개최

  2004년 2월

제20차 회의 서울 개최

  2006년 12월

제21차 회의 서울 개최

  2009년 1월

제22차 회의 서울 개최

  2010년 3월     제23차 회의 런던 개최

  2015년 3월

제2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 서울 개최

  2016년 12월

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JETCO) 런던 개최

  2017년 2월

제1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서울)

  2017년 12월

제2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런던)

  2018년 9월

제3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서울)

  2019년 1월

제4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런던)

  2019년 2월

한-영 무역작업반 회기간 협의 개최(서울)

  2019년 4월

제5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런던)

  2019년 5월

한-영 무역작업반 회기간 협의 개최(런던)

  2019년 5월

제6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서울)

  2019년 5월

제7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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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영 금융협력포럼
우리 금융위원회와 영국 재무부·금융당국간에 개최됨.
  2014년  4월

제1차 회의 런던 개최

  2015년  5월

제2차 회의 서울 개최

  2016년  7월

제3차 회의 런던 개최

  2017년 11월   제4차 회의 서울 개최
  2018년  6월

제5차 회의 런던 개최

(5) 한·영 문화관계 회의
  1979년 11월

제1차 한·영 문화위원회 런던 개최
(수석대표 : 우리측 주영국대사/영측 외무부 국무상보)

  1980년 10월

제2차 회의 서울 개최(한·영 정책협의회 개최)

  1982년 4월

제3차 회의 런던 개최(한·영 정책협의회 개최)
1982.4월 서명된 한·영 문화협정에 따라 한·영 상설 혼성회가 한·영
문화위원회를 대체

  1984년 2월

제1차 한·영 혼성위원회 회의 서울 개최
(Korean-Anglo Permanent Mixed Commission,
수석대표 : 우리측 외무부 정부문화국장/영측 영국문화원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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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담당 부책임자)
  1986년 3월

제2차 회의 런던 개최

  1988년 6월

제3차 회의 서울 개최

  1990년 11월

제4차 회의 런던 개최

  1992년 12월

제5차 회의 서울 개최

  1996년 10월

제6차 회의 런던 개최

  2014년 11월

제1차 한·영 창조산업 포럼 서울 개최
(수석대표 : 양국 문화부 장관)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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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영 창조산업 포럼 런던 개최

  2017년 2월

제3차 한·영 창조산업 포럼 서울 개최

  2018년 6월

제4차 한·영 창조산업 포럼 런던 개최

  2020년 6월

한·영 문화부 장관 회의 화상회의로 개최

※ 제5차 한·영 창조산업 포럼은 코로나19 상황 개선 시 개최하기로 합의

(6) 한·영 과학기술공동위원회
  1996년 10월

제1차 회의 서울 개최
(과학기술부 구본영 장관 / 랜 테일러(Lan Taylor) 장관)

  1997년 9월

제2차 회의 런던 개최
(과학기술부 이부식 국무상 / 존 배틀(John Battle) 국무상)

  1998년 9월

제3차 회의 서울 개최
(과학기술부 강창희 장관 / 세인즈버리(Sainsbury) 장관)

  1999년 9월

제4차 회의 런던 개최
(과학기술부 서정욱 장관 / 세인즈버리(Sainsbury) 장관)

  2000년 11월

제5차 회의 서울 개최

  2002년 4월

PART 7

(과학기술부 서정욱 장관/ 세인즈버리(Sainsbury) 장관)
제6차 회의 런던 개최
(과학기술부 채영복 장관/ 세인즈버리(Sainsbury)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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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2월

제7차 회의 런던 개최
(과학기술부 최석식 국무상 / 세인즈버리(Sainsbury) 장관)

  2006년 11월  

제8차 회의 서울 개최
(우리측 과학기술부 김차동 국장 / 애슐리 이벳(Ashley Ibbett) 국장)

  2008년 11월

제9차 회의 런던 개최
(교육과학기술부 이은우 국장/ 가빈 코스티건(Gavin Costigan) 국장)

  2010년 11월

제10차 회의 서울 개최
(교육과학기술부 송기동 국장 / 제인 피터스(Jane Peters) 국장)

  2012년 11월

제11차 회의 런던 개최
(교육과학기술부 서유미 국장 /
마달린 안셀(Maddalaine Ansell)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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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월

제12차 회의 서울 개최
(미래창조과학부 이재홍 국장 /
아만다 브룩스(Amanda Brooks) 국장)

  2017년 3월

제13차 회의 런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원호 국장 / 클레어 더킨(Claire Durkin) 국장)

  2020년 10월

제14차 회의 화상 개최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 /
해리엇 월러스(Harriet Wallace) 국장)

(7) 한·영 ICT 포럼
  2014년 11월

제1차 회의 서울 개최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국무상 / 리암 맥스웰(Liam Maxwell) 내각
사무처 CTO)

  2016년 9월

제2차 회의 런던 개최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국무상 / 리암 맥스웰(Liam Maxwell) 내각
사무처 CTO)

  2018년 2월

제3차 회의 서울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영해 국장 / 제임스 히스(James Heath)
DCMS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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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관계
1

한-영 무역동향

(1) 개관
(동향) 영국은 2020년 기준 한국의 21대 수출 대상국이자, 23대 수입 대상국으로
동 기간 한국의 對영국 수출은 44.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0% 감소*, 수입은
43.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함.
* 2019년 對영국 수출액이 12.8억 달러였던 자동차 수출이 2020년에는 39.3%를 줄어든 7.8억 달러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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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 수출입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1～2)

액

8,122

6,359

5,515

4,467

824

증감률

29.2

-21.7

-13.3

-19.0

11.6

금

액

6,319

6,809

4,169

4,370

956

증감률

21.2

7.8

-38.8

4.8

47.6

1,803

-450

1,346

97

-132

금
對영 수출

對영 수입
무역수지

출처 : 한국무역협회

(전망) 2021년 초부터 파운드화가 강세가 이어지고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경제가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 영국 수출환경은 2021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영국에 대한 수출 동향(2020) >
(단위 : 백만 달러, %)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1/4분기

1,149

-31.3

2/4분기

1,156

-29.2

1～6월

2,305

-30.3

3/4분기

995

-13.5

4.4분기

1,169

10.1

7～12월

2,164

-2.2

한국과의 관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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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처 : 한국무역협회

(2)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對영 수출) 2020년 기준 대영 수출은 전기자동차(+624.3%), 무선전화기(+291.2%)
및 축전지(+19.9%) 등 호조, 승용차 (-39.3%), 항공기부품(-30.8%) 및 자동차부품
(-27.3%) 등은 부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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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영 수입) 2020년 기준 대영 수입은 의약품(+16.0%), 원유(+81.4%), 항공기부품
(+92.4%) 등은 호조, 승용차(-31.9%), 주류(-14.3%), 원동기(-20.1%) 등은 부진했음.
< 한-영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2020)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對영 수출

對영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775

-39.3

승용차

544

-31.9

2

전기자동차

643

624.3

의약품

391

16.0

3

무선전화기

365

291.2

원유

383

81.4

4

항공기부품

251

-30.8

우라늄

164

-

5

백금

209

377.2

백금

149

268.1

6

축전지

175

19.9

계측기

139

-0.1

7

자동차부품

161

-27.3

주류

126

-14.3

8

건설중장비

107

-24.2

원동기

126

-20.1

9

제트유및등유

100

-81.5

항공기부품

112

92.4

10

아연도강판

97

-19.8

농약

92

55.1

출처 : 한국무역협회

< 한-영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2019)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對영 수출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1276

-13.1

승용차

799

-25.5

2

선박

643

-40.0

의약품

337

3.3

3

제트유및등유

539

302.8

원유

211

-90.9

4

항공기부품

362

-4.7

원동기

158

-12.6

5

자동차부품

222

-14.8

주류

148

-1.6

6

축전지

146

-2.0

계측기

140

23.9

7

건설중장비

141

-26.4

합성수지

106

4.5

8

합성수지

125

-11.6

펌프

80

1.7

9

아연도강판

120

9.1

분석시험기

79

3.8

10

타이어

109

-15.8

기타정밀화학제품

67

19.2

출처 : 한국무역협회

180

對영 수입

(전기자동차) 한국산 전기자동차는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디자인을 바탕으로 영국
소비자들에게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영국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육성 정책에 따라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對영국 전기자동차 수출 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2020.Q1

2020.Q2

2020.Q3

2020.Q4

90
(350.0)

241
(1,406.3)

128
(884.6)

184
(360.0)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선전화기)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2013년 이후 수출은
꾸준히 증가함.
<우리나라의 對영국 무선전화기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2020.Q2

2020.Q3

2020.Q4

11
(1,000.0)

162
(211.5)

88
(1,000.6)

105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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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Q1

출처 : 한국무역협회

시장의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출 여건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018년
–
2.6억 달러 수출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시현
<우리나라의 對영국 자동차부품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2020.Q1

2020.Q2

2020.Q3

2020.Q4

50
(-7.4)

15
(-74.1)

42
(-26.3)

54
(0.0)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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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2030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금지되는 등 영국 자동차

2

한-영 투자동향

(1) 對영 투자유치 동향
우리나라의 2020년 對영 직접투자 유치실적은 58건 7.3억 달러(신고기준)로 전년에
비해 매우 부진했음.
<우리나라의 對영국 투자유치 동향>
(단위 : 건, 천달러)

2018

2019

2020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77

1,171,853

90

2,087,514

58

727,157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가. 업종별
2020년 對영 제조업 투자유치는 10건, 2억 4,669만 달러를 기록함.
–제조업
–
중 기계장비・의료정밀 분야에 1억 3,545만 달러, 화공 분야에 1억 739만
달러, 전기・전자 분야에 350만 달러 투자 유치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동 기간 중 對영 서비스업 투자유치는 48건, 4억 8,045만 달러를 기록함.
–2019년
–
대비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분야 및 여가・스포츠・오락
분야의 투자유치 신고액은 증가하였으나, 이를 전 분야에서 감소세를 보임.
동 기간 중 對영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업 투자 유치는 없었음.
–2019년
–
대비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업 전 분야에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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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對영국 업종별 투자유치 동향 >
(단위 : 건, 천달러)

2018

2019

2020

구분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제조업 (총계)

17

647,747

13

1,233,954

10

246,698

식품

2

4,005

2

905

1

132

화공

3

53,980

4

2

107,398

의약

1

500

2

296

1

217

금속・금속가공제품

2

10,150

0

0

0

0

기계장비・의료정밀

1

91

1

132

5

135,451

전기・전자

2

10,488

0

0

1

3,500

운송용 기계

5

567,644

3

1,529

0

0

기타 제조

1

888

1

90

0

0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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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31,002

구분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서비스업 (총계)

59

522,604

71

849,733

48

480,459

도소매(유통)

19

33,105

24

280,288

12

2,882

숙박・음식점

3

349,234

2

357

0

0

운수・창고

1

265

0

0

0

0

정보통신

6

16,150

6

1,419

4

337

금융・보험

11

72,149

21

421,638

17

60,597

부동산

1

100

2

120,082

1

118

사업지원・임대

2

3,466

2

10,034

1

94

연구개발・전문・
과학기술

14

7,921

14

15,914

12

216,431

여가・스포츠・오락

2

40,213

0

0

1

200,000

한국과의 관계

신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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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2020

구분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전기가스・수도・
환경정화・건설 (총계)

1

1,503

6

3,827

0

0

   전기・가스

0

4

1,947

0

0

   종합건설

1

1,503

0

0

0

0

전문직별 공사

0

0

2

1,880

0

0

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나. 형태별
2020년 신규 공장, 사업장 설립 등 고용창출과 관련된 그린필드형 투자는 44건, 4억
3,958만 달러이었음.
2020년 M&A형 투자는 2억 8,757만 달러로 전년 17억 5,052만 달러에 비해 급감함.
< 우리나라의 對영국 형태별 투자유치 동향 >
(단위 : 건, 천달러)

2018

2019

2020

구분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M&A형

7

577,812

16

1,750,523

14

287,570

Greenfield형

70

594,042

74

336,991

44

439,587

전체 결과

77

1,171,854

90

2,087,514

58

727,157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다. 시점별
2020년 신규투자는 23건, 1억 7,026달러로 전년도 전체 신규투자 유치액 대비 증가한
반면, 증액 투자는 32건, 5억 5,608만 달러로 급감함.
2020년 장기국무상은 3건, 81.2만 달러로 급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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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對영국 시점별 투자유치 동향 >
(단위 : 건, 천달러)

2018

2019

2020

구분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규투자

39

614,717

39

146,259

23

170,265

증액투자

37

552,462

47

1,936,209

32

556,080

장기국무상

1

4,674

4

5,046

3

812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라. 규모별
2020년 1억 달러 이상 대형 투자는 3건, 4억 4,681만 달러로 전체 규모의 61.4% 기록
< 우리나라의 對영국 규모별 투자유치 동향 >
(단위 : 건,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신고건수

47

63

38

신고금액

11,351

13,475

7,688

신고건수

19

17

14

신고금액

86,613

46,639

81,502

신고건수

9

6

4

신고금액

184,156

179,400

191,148

신고건수

2

4

3

신고금액

889,734

1,848,000

44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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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 달러 미만

1백만 ～ 1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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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 1억 달러

1억 달러 이상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2) 對영 투자진출 동향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對영 투자진출은 10.8억 달러(투자금액 기준)로 2019년(22.3
억 달러)의 약 4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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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對영국 투자진출 동향 >
(단위 : 건, 개, 백만 달러)

구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6

81

23

1,739

132

939

2017

92

31

1,883

133

1,367

2018

169

49

1,958

216

2,587

2019

151

36

2,691

200

2,225

2020

115

35

1,738

150

1,084

누계

1,734

561

23,172

2,326

18,739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영 투자진출은 주로 금융 및 보험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분야 (전체 투자
진출의 89%인 약 9.7억 달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2020년 對영국 업종별 투자진출 동향 >
(단위 : 건, 개,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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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금융 및 보험업

15

4

1,016

23

7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

1

462

4

9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93

1

91

정보통신업

11

6

61

13

54

건설업

1

1

0

1

30

제조업

13

5

28

19

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5

23

21

26

부동산업

14

5

18

17

18

도매 및 소매업

19

7

29

19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0

2

22

1

광업

2

0

1

10

1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5

0

0

누계

115

35

1,738

150

1,084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186

3 문화관계
1

영국 내 한국학 연구

1994년 셰필드 대학과 1995년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2014년
센트럴 렝커셔 대학교(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2021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University of Cambridge)에 각각 한국학과 개설
영국 내 재영한국학학회(BAKS : British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도 활동 중임.
2021.3월 현재 영국 내 한국학 과정 개설 대학은 다음과 같음
–(학사)
–
요크 세인트 존대, 셰필드대, SOAS대
–(석사)
–
케임브리지대, 에든버러대, 옥스퍼드대, SOAS대  
–(북한학석사)
–
센트럴 랭커셔대
–(박사)
–
케임브리지대, 코번트리대, 에든버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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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내 한국문화원 활동

런던 문화·관광중심지인 트라팔가(Trafalgar) 광장 인근 그랜드 빌딩 내 916㎡의 규모로

개원 후 2008년 첫 해에만 2만여 명이 문화원을 방문하여 한국과 한국문화를 접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한국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함.
또한, 현지 문화·예술단체, 외국문화원, 한·영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문화행사를 개최
하고 문화원 시설을 적극 활용한 한국문화 소개 등 활동을 하고 있음.

3

한국 내 영국문화원 활동

영어교육 지원
한국 유학생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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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

2008년 1월 30일 개원함.

4

영국 내 한국문화재 전시사업 현황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 한국실 설치
–국제교류재단에서
–
1992년부터 5년간 총 200만불 지원
–1992년
–
한국실 독립설치 약정서 체결
–1994년
–
수정약정서 서명(한국실 내 사랑방설치 관련 부가조항 포함)
–1997년
–
7월 임시한국관 설치
–2000년
–
11월 8일 상설 한국관 개관(규모: 397㎡)
–한국관
–
전시유물 교체(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대여 전시)
–2008년
–
12월 한국어 음성·동영상 안내 서비스 실시
–2014년
–
영국박물관과 3년 약정의 큐레이터 지원 사업 실시, 2017년 3년 갱신
–2020년
–
영국박물관과 한국관 고도화 및 큐레이터 지원 사업 실시: 총 1,370,000 파운드,
10년 협약 (기존의 협약서 내용을 포괄)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박물관 한국실 설치(1992.12)
–삼성그룹에서
–
43만 파운드(약6억 원) 지원(규모: 132㎡)
–2020년
–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과 한국관 고도화 지원 사업 실시: 총 1,349,500 파운드,
5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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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윌리엄(Fitzwilliam) 박물관 한국실 설치(1990.4)
–현대에서
–
30만 파운드(약 4억원) 지원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 한국 도자기, 칠기 및 목가구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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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선단체 현황
1

의원친선협회
한국측 (20대 국회 기준)

영국측 (2017-19 회기 기준)

1970

1989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Sir Edward Davey (자민당)

창립연도
회

장

※ 영국의회는 2019.12월 총선 이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영한친선협회 구성이 지연되다가 2021.4월 구성되
었고, 한국 역시 2020.5월 21대 국회 출범 이후 2021.4월 구성됨.

2

한영협회와 영한협회

창립연도
회

장

한영협회(Korea-Britain Society)

영한협회(British Korean Society)

1961

1956

이혜훈 의원

Martin Uden 전 주한영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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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British Korean Veterans Association 및
한국과의 관계

British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국방 분야: ‘한국전 참전 및 참전용사협회 현황’ 부분 참조

4

재영 한국학 학회(BAKS: British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

영국내 한국학 연구 고취를 위해 발족한 학회로, 1983년 뉴캐슬대학의 James Cotten
교수와 Leeds 대학의 Aidan Foster-Carter 연구원 등 대학교수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함.
1986년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의 Keith Howard 교수가 회장을, Jim
Hoare 전 주북한 대리대사가 총무를 맡으면서 활성화되어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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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
1회의 학술회의 또는 총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뉴스레터와 BAKS Paper를 발간
BACS(중국학회), BAJS(일본학회) 등과도 정기적으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現 회장 : 샬롯 홀릭(Charlotte Horlyck), SOAS대 교수

5 한인 사회 현황
1

영국내 재외동포 현황(2018년 기준)
체류자(추산)
시민권자
10,316명

영주권자
10,812명

계
일반체류자

유학생

8,364명

11,278명

40,770명

※ 출처 : "2019 재외동포현황"(외교부)

2

형성배경 및 특수성

영국내 한인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며 초기 이주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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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유학 또는 업무상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다가 정착함.
–다만,
–
한인회의 전신을 1958년 3월 1일 재영 한국유학생회로 보아 2018년 12월 재영
한인회 주관으로 한인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가짐.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뉴 몰든(New Malden) 등 런던 남부지역에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 식품점, 여행사 등이 밀집되어 있음.
최근에는 영국 내 전문직(의료, 금융, 법률 등)에 종사하는 한인 2세 차세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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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 진출업체 현황
일반현황 (2021.3 현재)
–지상사
–
기업수 : 85개
금융·보험업 : 18개
한국산업은행 런던지점

국민은행 런던지점

우리은행 런던지점

신한은행 런던지점

기업은행 런던지점

수출입은행 런던법인

케이이비하나은행 런던지점

삼성화재 해상보험 유럽법인

교보생명 런던사무소

삼성증권 유럽법인  

코리안리재보험 런던주재사무소

㈜현대해상화재보험 런던사무소

NH투자증권 런던사무소

삼성자산운용 런던법인

한국투자증권 유럽법인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

대한보험(주)

KIB 보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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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업 : 6개
두산파워시스템즈

현대건설 런던지사

대우조선해양㈜ 런던지사

현대중공업㈜ 런던지사

SK건설

한국과의 관계

삼성중공업 런던지점

무역·유통 : 15개
경동나비엔 영국 법인

기아자동차 영국판매법인

대한전선㈜

(주)두산 산업차량

무림페이퍼(주) 유럽 법인

삼성물산 런던법인

엘리아

오로라월드

트루 월드 푸드 리미티드

포스코 인터내셔널 런던지사

한화테크윈 유럽

LS전선(주) 유럽지역부문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영국판매법인

H 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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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 : 6개
베스텍(주)

삼성SDS 유럽법인

삼성전자

세기정 통신

휴맥스 영국법인

LG전자 영국법인

운송·물류 : 4개
아시아나항공 런던지점

대한항공㈜ 런던지점

HMM㈜ 구주본부

㈜판토스 영국법인

에너지·화학 : 4개
Korea LNG Limited

㈜효성중공업 영국지점

GS칼텍스㈜

SK에너지 유럽㈜

관 광 : 2개
유니마스터 여행사

타임투어

법 률 ·회계 : 8개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스콰이어 패튼 보그즈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

조철현 회계법인

최무룡 회계법인

  KPY 필립스 영

Lee & Capital Partners Limite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일반 : 10개
런던한의원

브로드스톤 컨설팅그룹

서울부동산

씨앤피 스포츠

이노션 월드와이드 영국법인

엑센트리

코넥트 퍼스넬

픽손 부동산거래 중개회사

현대캐피탈 영국법인

㈜ Thinking Space 설계시공

언론사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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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앙일보

런던타임즈

유로저널

코리안 위클리

한인헤럴드

유관기관 : 6개
한국석유공사 영국법인

한국투자공사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KOTRA 런던무역관

한국관광공사

금융감독원

7 주요협정 체결 현황

분야
FTA

군사/안보

협정명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명일

발효일

2019.8.22

2021-01-01
(조약 2465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 (영)2019.1.21. 2019-03-13
호에 관한 협정 개정 교환각서
(한)2019.2.11 (조약 2410호)
2014.12.9

2015-02-04
(조약 2221호)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사람의 인수에 관한
협정

2011.12.20

2012-06-01
(조약 2091호)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
호에 관한 협정

2009.7.9

2010-06-21
(조약 2011호)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주한 영국문화원 운
영을 위한 약정에 관한 교환각서

2005.8.29

2005-08-29
(조약 1744호)

남극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보존위
원회의 국제과학감시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2002.12.5

2002-12-05
(고시 464호)

남극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보존위
원회의 국제과학감시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2001.12.20

2001-12-20
(고시 437호)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001.6.29

2001-06-29
(고시 418호)

사회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1999.4.20

2000-08-01
(조약 1529호)

한국과의 관계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PART 7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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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96.10.25

1996-12-30
(조약 1361호)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6.9.11

1996-07-09
(고시 294호)

해운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1994.8.11

1995-07-10
(조약 1298호)

남극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자원 보
존에 관한 협약상의 국제과학감시계획 시행에 관한
약정

1994.1.12

1994-01-12
(고시 234호)

원자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1991.11.27

1991-11-27
(조약 1073호)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1.10.30

1991-10-30
(고시 210호)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0.10.15

1990-10-24
(고시 198호)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
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6.2.5

1986-02-08
(고시 116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5.6.14

1985-06-14
(조약 864호)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84.3.5

1984-03-05
(조약 838호)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
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3.8.23

1983-09-22
(고시 90호)

공업소유권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공업 소유권의 상호부
여와 보호에 관한 협정

1977.12.19

1978-02-19
(조약 615호)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
에 관한 협정

1976.3.4

1976-03-04
(조약 567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
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협정

1975.12.8

1975-01-13
(조약 551호)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72.5.2

1972-05-02
(조약 426호)

1972.3.21

1972-03-21
(조약 418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
에 관한 각서교환

1971.1.12

1971-01-12
(조약 361호)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서울-홍콩간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

1970.4.30

1970-04-30
(조약 332호)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사증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69.11.18

1969-12-18
(조약 319호)

항공

1964년 11월 19일자의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항공협정의 일부개정을 위한 협정

1967.5.10

1967-05-10
(조약 248호)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영연합왕국 정부 간의 서울-홍콩간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1964.11.19

1964-11-19
(조약 132호)

한국과 영국간의 1964년 국무상협정

1964.8.4

1964-08-04
(조약 130호)

항공

서울-홍콩 간 항공업무 재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1960.5.26

1960-05-26
(조약 1158호)

군사/안보

주한 영연방군에 대한 한화 대여금 청산을 위한 대한
민국 정부와 대영연합국 정부간의 협정

1954.9.28

1954-09-28
(조약 1151호)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

1954.7.2

1954-08-29
(조약 1150호)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1982.4.21

1982-07-12
(조약 782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대 지원 사업
연장에 관한 약정

1979.6.5

1979-06-05
(고시 39호)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77.4.21

1978-05-13
(조약 633호)

국무상

한국과의 관계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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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기술

※ 한·영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발효(2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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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방침
영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의 대북정책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EU와 함께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 접근 하에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가능한 경우 북한이 외부 세계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 분야 교류 등을 진행한다는 입장
–영국
–
외교부는 2020.7.6. 북한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과 고문 등
사건에 연루된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을 인권제재 대상으로 지정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도발시 성명 발표 및 UN 등 국제무대를 통해 영측 우려를
공개적으로 개진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한·영간 및 국제사회와 대북
정책 관련 긴밀히 공조
한편, 영측 정부는 2017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여행 경보 강화, 각종 지원 및
교류 프로그램을 중단한바 있으며, 해상 불법 환적 단속 등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및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 촉구

2 영·북 정부간 접촉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

개요

영국은 북한에 대한 불승인 정책을 견지하여 왔으나, 1991년 9월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으로 북한을 묵시적으로 승인
1982년 영국정부와 IMO간 협정에 따라 IMO 회원국들이 런던에 IMO 상주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은 1986년 IMO에 가입하고, 1991년부터 상주대표 2명
파견
2000년 10월 ASEM 서울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블레어(Blair) 총리는 우리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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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을 감안, 북한과의 수교방침을 발표했으며, 이후 영국-북한은 2000년
12월 7일 -12일간 제9차 고위실무접촉 겸 수교회담을 개최하여 동년 12월 12일 수교에
합의

2

양국 대사관 현황

영국측은 2001년 7월 駐北 상주대사관을 공식개설하고, 대사대리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2002년 11월 David Slinn 대사가 부임
–이후
–
John Everad(2006.2), Peter John Hughes(2008.9), Michael John Gifford(2012.10),
Alistair Morgan(2015.12), Colin Crooks(2018.12) 대사
–코로나19
–
상황으로 2020.5월 駐北 영국대사관은 본국으로 임시 철수
북한측은 2003년 4월 런던 서북부 일링(Ealing) 지역에 관저 및 청사겸 상주대사관을 개
설, 2003년 9월 리용호 駐英 북한 초대대사 부임
–이후
–
자성남(2007.2), 현학봉(2012.1), 최일(2016.11) 대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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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대북협력 사업
기본 방향

북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중시하는 입장
–북한도
–
영국에 가급적 많은 북한인 연수생을 초청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영국은
예산상 제약 등으로 인해 급속한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
–북한
–
핵·WMD 확산문제가 대두되면서 대북협력 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어 왔으며,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는 관련 양자교류 및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으
나, 2019~2020년에는 3만 파운드 규모로 북한을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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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북한을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시키는 효과적 방안으로 인적교류 및

2

대북협력 사업

북한 공무원 영어연수 초청 사업
–2002년
–
8월

10명의 북한 공무원을 초청하여 1개월간 어학연수를 시행한
이후 2003.2월·2004.2월에도 각각 10명씩 1개월간 어학연수 실시

–2004년
–
8월

북한 영어교사 8명 초청, 영어연수 실시

–2005년
–
8월

영어 및 경제학 연수생 3명 연수 실시(약 1년)

–2005년
–
9월

북한 영어교사 6명을 초청, 영어연수 실시

–2007년
–
3월-5월

북한 영어교사 및 공무원 17명 영어연수 실시

–2008년-17년
–

영국인 영어 교사 북한에 파견  

한편, 영국은 과거 EU 차원의 각종 대북사업에 참여하여 EU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총
예산중 18∼20%를 부담(연간 약 2백만 파운드)해 왔으며, 양자 차원에서도 북한내 재난
발생시 인도적 지원 및 소규모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

4 최근 영·북 인사교류 동향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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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당지 북한대사관 개설 계기 최수헌 외무성 부상 방영

2003년  9월

Smith 외교부 동북아과장 방북

2003년  9월

Baroness Cox 상원부의장 및 Lord Alton 상원의원 방북

2003년 10월

Gary Streeter 보수당 하원의원 방북

2004년  2월

북한 보건, 환경, 교육관계 공무원 10명 영어 연수차 방영

2004년  3월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방영

2004년  5월

궁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 방영

2004년  9월

Rammell 외교부 정무차관 방북

2004년 10월

김춘국 북한 외무성 구주국장 방영

2007년 11월

안성남 국축평화연구소 대외사업부장 방영

2008년  5월

김춘국 북한 외무성 구주국장 방영

2008년 11월

Kate White 외교부 극동아 과장 방북

2009년  1월

박경선 북한 노동당 국제부부장 방영

2009년  3월

Lord Alton, Baroness Cox 상원의원 방북

2010년 10월

Lord Alton, Baroness Cox 상원의원 방북

2011년  3월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대표회의 의장 방영

2011년 10월

Lord Alton 상원의원 방북

2012년  9월

태영호 북한 외교부 유럽국 부국장 방영

2012년 10월

RUSI(왕립군사안보연구소) 방문단 방북

2014년  7월

Stephen Lillie 외교부 아태국장 방북

2016년  8월

영국 백두산 화산연구 과학자 그룹 방북

2019년  5월

영국 왕립학회 남북한 과학자 초청 학술행사 개최

5 영·북 의원협회(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및 북한 내 인권문제 등 영국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협의하고 양국 의회간 관계를

PART 8

영국측은 Alton 상원의원 일행의 방북(2003.9)을 통해 제기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발전시키기 위한 창구로 2003년 10월 21일 협회를 결성함.

영-북간 관계 진전을 모색
※ 임원진 및 회원구성(총 12명)

–회장
–
: Fiona Bruce 하원의원(보),  
–공동회장
–
: Lord Alton 상원의원(무), Sir Geoffrey Clifton-Brown 하원의원(보)
–부회장
–
: Catherine West 하원의원(노),  Lord German 상원의원(자), Viscount
Waverley 상원의원(무), Sir Jeffrey M Donaldson 하원의원(DUP) 83)
83)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cmallparty/210310/north-korea.htm (2021.3.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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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도
–
동 협회 회장인 Alton 상원의원을 방북 초청(2009.2)하는 등 동 협회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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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각(Cabinet) 명단 (2021.5.17 현재)

연번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성명

직책

1

Boris Johnson

총리
(Prime Minister)

2

Rishi Sunak

재무부장관
(Chancellor of the Exchequer)

3

Dominic Raab

외교부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Affairs)

4

Priti Patel

내무부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Michael Gove

랭커스터장관(특임장관),
내각담당 국무상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Minister for the Cabinet Office)

5

204

사진

Ben Wallace

국방부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7

Elizabeth Truss

국제통상부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President of the Board of Trade)

8

Matt Hancock

보건복지부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and Social
Care)

9

Gavin Williamson CBE

교육부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10

Oliver Dowden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11

Alok Sharma

COP 26 의장
(COP 26 President)

PART 9

8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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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wasi Kwarteng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13

Robert Jenrick

주택·공동체·지방정부부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14

Therese Coffey

고용·연금부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15

Robert Buckland

법무부장관
(Lord Chancellor and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16

Grant Shapps

교통부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17

George Eustice

환경·식품·농촌부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북아일랜드 담당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Northern Ireland)

19

Alister Jack

스코틀랜드 담당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Scotland)

20

Simon Hart

웨일스 담당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Wales)

21

Baroness Evans of
Bowes Park

상원 원내대표 겸 국새상서(國璽尙書)
(Leader of the House of Lords and Lord
Privy Seal)

22

Amanda Milling

당의장 겸 무임소 국무상
(Party Chairman and Minister without
Portfolio)

23

Lord Frost

국무상
(Minister of State)

참고사항

Brandon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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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Jacob Rees-Mogg

하원 원내대표
(Leader of the House of Commons)

25

Mark Spencer

원내총무
(Chief Whip)

26

Michael Ellis

검찰총장
(Attorney General)

27

Stephen Barclay

재무부 수석부장관
(Chief Secretary to the
Treasury)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23번은 상임각료(full cabinet member: 발언권有, 의결권有), 24~27번은 배석각료(attending member: 발언
권 有, 의결권 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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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주요인사 인적사항
1
성

여왕
명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Ⅱ)
Her Majesty Elizabeth the Second, by the Grace
of God,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공식칭호

and Northern Ireland and of Her other Realms and
Territories Queen, Head of Commonwealth, Defender
of the Faith

생년월일

학

력

주요 경력

1926. 4. 21 런던 출생
- 조지 5세의 차남(후에 조지 6세)의 장녀로 출생

가정에서 개인교수의 지도로 역사, 법률, 음악, 미술, 승마, 수영 등의 교육을 받음.

Grenadier 근위대 연대장

- 1944

추밀원 위원

- 1945

예비 국토방위대 부사령관

- 1947.11.20

에든버러공작(필립공)과 결혼

- 1952. 2. 6

즉 위

- 1953. 6. 2

대관식

남편 故필립공과 3남 1녀(찰스 왕세자, 앤 공주, 앤드류왕자, 에드워드왕자)

취

승마

참고사항

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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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

미

방한경력

1999.4월 영국 국왕으로서는 최초로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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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

총리
명

보리스 존슨 (Boris Johnson)

생년월일

1964. 6. 19

출 생 지

미국 뉴욕(New York)

학

1983 Oxford 대학 인문학과 졸업

력

- 1987

The Times 견습 기자

- 1987~1994

The Daily Telegraph 기자, 브뤼셀 특파원,
부편집장 겸 정치부문 수석 논설위원

주요 경력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가족 관계

- 1999~2007

The Spectator 편집장

- 2001~2008

하원의원 (선거구: Oxfordshire Henley)

- 2004

보수당 예비내각 예술 담당 장관

- 2008~2016

런던 시장

- 2015~현재

하원의원 (선거구: Uxbridge-South Ruislip)

- 2016~18

외무장관

- 2019.7.24~현재

총리

부인 및 자녀 6

-	보수당 의원이지만 사회정책법안들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인 투표성향을 보여
주기도 함.
특이사항

-	언론인 시절부터 EU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서 영국에서 반EU운동의 성장을
촉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브렉시트가 중심 의제였던 2019년 12월 조기총선
에서 보수당이 압승하는데 이념적· 정치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

방한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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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시장 재임 시절 “제3차 C40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09.5.18-21간 서울을 방문

3

성

외교장관

명

생년월일

학

력

도미닉 랍 (Dominic Raab)

1974.2.25

옥스퍼드대학(법학) 학사
캠브리지대학(법학) 석사(LLM) (국제법 Clive Parry상 수상)

- 1999~2000

로펌 Linklaters 견습 변호사

- 2000~2006

외교부 입부, 주네덜란드영국대사관 근무, 본부 복귀 후에는
아랍-이스라엘 분쟁, EU, 지브롤터 담당

- 2006~2010

David Davis 예비내각 내무장관, Dominic Grieve
예비내각 법무장관의 비서실장

주요 경력

보수당 하원의원(지역구 : Esher and Walton)

- 2015~2016

시민자유 및 인권 담당 정무차관

- 2017~2018

법무부 국무상

- 2018.1~7

주택계획부 국무상

- 2018.7~11

브렉시트부 장관

-2019.7.24~현재

외교부 장관
PART 9

가족 관계

- 2010~현재

부인 및 자녀 2명

참고사항

- 가라데 3단 (검은띠)
특이사항

- 1998년 여름 팔레스타인 Birzeit 대학에서 오슬로 평화협정의 PLO측
협상가를 위해 일함.

방한경력

2020.9.29 제5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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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

상원의장

명

생년월일

존 프란시스 맥폴(John Francis McFall)
※ 공식 호칭 : The Rt. Hon. the Lord McFall of Alcluith

1944. 10. 4

Paisley College of Technology (現University of the West of Scotland) 졸업(화학 전공)
학

력

Open University 졸업(교육학, 철학 전공)
University of Strathclyde 졸업(경영학석사(MBA))

- 1974~1987

교사

- 1987.6~2010.4

하원의원(노동당, 지역구 : Dunbarton
(1987~2005), West Dunbartonshire(2005~2010))

주요 경력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가족 관계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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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5~1998.7

재무상(Lord Commissioner of the Treasury)

- 2001.4~2010.5

재무위원회 위원장

- 2010.7~현재

상원의원

- 2016.9~2021.4

상원수석부의장

- 2021.5~현재

상원의장

부인 및 자녀 4

-	스코틀랜드 위스키 상하원공동위원회(All-Party Parliamentary Group, APPG)
위원장, 왕립해군 APPG 위원장

5

성

하원의장

명

린지 호일 경(Sir Lindsay Hoyle)

생년월일

1957. 6. 10

학

Lord’s College 졸업

력

주요 경력

- 1980-1998

노동당 시의원(Chorley 자치구)

- 1997∼현재

노동당 하원의원(지역구 : 랭커셔 Chorley)

- 2010∼2019.11

하원 부의장 겸 조세무역위원장

- 2019.11∼	

하원의장

특이 사항

부친(Eric Douglas Hoyle)도 노동당 하원의원 역임

참고사항

부인 및 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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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총리 명단

1902년

아서 벨푸어 Arthur Balfour(보수당)

1905년

헨리 캠벨배너먼 Henry Campbell-Bannerman(자유당)

1908년

허버트 헨리 애스퀴스 Herbert H. Asquith(자유당)

1916년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David Lloyd George(자유당)

1922년

앤드루 보너 로 Andrew Bonar Law(보수당)

1923년

스탠리 볼드윈 Stanley Baldwin(보수당)

1924년

제임스 램지 맥도널드 James Ramsay MacDonald(노동당)

1924년

스탠리 볼드윈 Stanley Baldwin(보수당)

1929년

제임스 램지 맥도널드 James Ramsay MacDonald(노동당)

1935년

스탠리 볼드윈 Stanley Baldwin(보수당)

1937년

네빌 채임벌린 Neville Chamberlain(보수당)

1940년

윈스턴 처칠 Winston Churchill(보수당)

1945년

클레멘트 애틀리 Clement Attlee(노동당)

1951년

윈스턴 처칠 Winston Churchill(보수당)

1955년

앤서니 이든 Anthony Eden(보수당)

1957년

해럴드 맥밀란 Harold Macmillan(보수당)

1963년

알렉 더글라스흄 Alec Douglas-Home(보수당)

1964년

해롤드 윌슨 Harold Wilson(노동당)

1970년

에드워드 히스 Edward Heath(보수당)

1974년

해롤드 윌슨 Harold Wilson(노동당)

1976년

제임스 캘러한 James Callaghan(노동당)

1979년

마가렛 대처 Margaret Thatcher(보수당)

1990년

존 메이저 John Major(보수당)

1997년

토니 블레어 Tony Blair(노동당)

2007년

고든 브라운 Gordon Brown(노동당)

2010년

데이비드 카메론 David Cameron(보수당)

2016년

테레사 메이 Theresa May(보수당)

2019년

보리스 존슨 Boris Johnson (보수당)

4 4. 한-영국 방문교류 현황
(단위 : 명)

영국인 한국방문

총계

1996

51,373

25,163

76,536

1997

58,568

25,515

84,083

1998

51,871

25,745

77,616

1999

53,902

25,394

79,296

2000

111,000

25,209

136,209

2001

81,000

22,835

103,835

2002

92,000

24,180

116,180

2003

109,000

24,715

133,715

2004

138,000

27,755

165,755

2005

149,000

72,581

221,581

2006

153,000

75,397

228,397

2007

157,000

78,656

235,656

2008

128,000

87,014

215,014

2009

75,000

91,165

166,165

2010

115,000

97,510

212,510

2011

140,000

104,644

244,644

2012

169,100

110,172

279,272

2013

208,886

120,874

329,760

2014

210,728

131,080

341,808

2015

237,363

123,274

360,637

2016

208,413

135,139

343,552

2017

207,550

126,024

335,591

2018

187,466

130,977

320,461

2019

147,756

143,676

293,451

2020

56,143

20,419

76,562

참고사항

한국인 영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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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방한 외래관광객(국적별)’, ‘국민 해외관광객(목적지별)’ https://datalab.
visitkorea.or.kr/ (20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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