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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S Newsflash 
 
Covid-19 Update: Government Announcement 
 
 

재무부장관은 어제 2020 년 10 월 31 일에 정부의 기존 Furlough 제도가 종료된 후 고용주가 직원과의 고용 관계를 유

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고용 유지 보너스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보너스 제도는 정리해고를 피하고 근로자를 직

장으로 복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임시 휴직된 근로자를 업무로 복귀시키는 경우 고용 유지 보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당 £ 1,000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고용 유지 제도의 종료 시점(2020 년 10 월)부터 2021 년 1 월 말 사이에 해

당 직원의 월 평균 급여가 £5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 유지 보너스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 재무부에서 발표할 예

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16 세에서 24 세 사이의 인력을 위해 6 개월짜리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며 고용주는 8 월에 관련 보

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전하고 있었던 요식업계를 돕는 목적으로, 대중이 외식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발표되었습

니다. 

 외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8 월에 레스토랑, 카페 및 펍에서 1 인당 최대 £ 10까지  50 % 할인을 받을 수 있

습니다. 

 

 할인은 주류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음식 및 그 외 음료에 적용됩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외식을 하는 사람

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요식 및 관광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6 개월 동안 5 %로 삭감되었으며 식당, 카페, 술집, 호텔, B & B, 영화관 및 테

마파크에 적용됩니다. 

 

재무부장관은 또한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 납부 기준액이 £50 만 파운드로 인상 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사실을 염두에 둔 결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가 비즈니스 및 직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자 하신다면 3CS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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