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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S Newsflash 
Employment 
 
Furlough Scheme to be extended to September  
 

재무부 장관 리시 수낙은 현 세대에게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칠 예산정책을 어제 발표하며 2020년

에 실업율이 6.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고용안정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둘 것

을 약속하였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유급휴가 지원금제도(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를 2021년 9월 30

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지원금 제도는 세 번째로 연장되었습니다.  6월 30일

까지 해당 제도는 현 방식과 동일하게 지속될 예정으로, 유연한 유급휴가 동의(flexible furlough 

arrangement)를 할 수 있고 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작

년의 상황을 반영하여 고용주는 7월에 임금의 10%를 부담(정부 지원금은 70%로 감소), 8월과 9월

에는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성장률은 4%로 예상되지만 4월 12일 비필수 상점 재개, 5월 17일 바/레스토랑의 실내매장 오

픈, 6월 12일 남아있는 모든 제한을 철회하며 봉쇄를 해제한 이후에도 경제성장을 회복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 보험을 포함한 고용세율은 변경되

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개인 소득세와 고세율 기준치는 2026년 까지 

동결되고 인플레이션은 반영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편 25세 이상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4월 1일 부터 시간당 £8.72에서 £8.91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젊은 근로자들을 위한 세가지 유형의 최저 임금과 견습비

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04 March 2021 

John Clinch 
Senior Associate, Employment 
 
E: john.clinch@3cslond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