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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update – the Modern Slavery Act  

Home Office는 최근 현대식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1만 7천개 기업의 최고 경영진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6 년 3 월 31 일 이후에 종료되는 매 회계 연도마다 연례 현대 노예제 방지법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법적 요구사항이 되었

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성명서를 작성해야 하는 회사의 60 %만이 실제로 이를 시행했으며, 준수한 업체 중에서도 일부가 게시한 성명서는 

다소 형편 없고 기본 법적 요구사항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Home Office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4개월 남은 2019년 3월까지 기한을 정하여 성명서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란 무엇입니까? 

 

Modern Slavery Act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현장이나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제나 인신 매매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취했다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설명하는 연

례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 및 명예훼손의 가능성과 더불어, 성명서를 발표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법원에 소환되거나 무제한적인 벌금을 지불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이 성명서 게시 대상이 됩니까? 

 

특정 기업이 영국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며, 영국 사업부 단독 혹은 그룹 전체의 연간 매출액이 3,600 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 

성명서를 작성하고 게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제기업은 모회사의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해야 합니까?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성명서의 작성에 대한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매출액이 3,600 만 파운드 미만일 경우에도 의무사항은 아니나 성명서를 작성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공급망에서 현대 노예제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공표해야 하므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관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렇게 성명서를 게시함으로써 그들의 중요고객이 가질 수도 있는 근심이나 걱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부분의 기업

은 공급사슬의 일부일 것이므로 해당 사업에 어떠한 노예 행위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성명서를 작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hould you require any assistance in this or any other commercial area please contact 
our 3HR Commercial Law team which can advise accordingly. Richard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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