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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S Newsflash 
 

Newsflash for clients on Furlough Leave and the Government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JRS) 

  

고용 유지 제도 지원을 요청하는 온라인 포털은 어떻게, 언제 작동합니까? 

  

상임위원회 (Government Select Committee)는 어제 Furlough 사안과 관련하여 HMRC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

다. 제공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Job Retention Scheme과 관련된 정부 포털은 이전에 암시된 4월 30일이 아닌 4월 20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될 것이

며, 제도에 따라 급여의 80 %를 지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지급은 4 월 30 일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목표

는 요청이 접수된 후  4-6 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HMRC는 시간당 최대 450,000 건의 청구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 문서는 다음 주 내에 고용주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가 4월 20일 이전에 모든 청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주(week) 단위로 지급하는 고용주들

은 매주 청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단지 주급이든 월급이든 급여지급 

기간 동안 (직원 당) 한 건의 청구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진행될 청구의 상당 부분은 3월 1일로 임시 해고(이제는 임시 

휴직: Furlough로 명명)건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구는 최대 14일 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만약 월급 지급이 31일이면 해당 급여 지급 날짜 14일 전에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월의 경우 포탈이 20일에 열리므로 최대 10 일전까지 제출 가능). 4 월 말까지 3 주 임시 휴직기간을 채

우지 못한 직원의 경우, (3월 청구는 4월 청구를 통해 완료되므로) 5 월 청구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4월 청구에서 3주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제공되는 정부 가이던스를 통해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용주들은 임금 지원

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임시 휴직 절차 및  임금 지원 기간에 대한 

추가 조언이 필요하면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2020 년 2월 28일 이후  입사한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이 제도와 관련하여, 휴직기간 동안 직원들이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직원들이 근

무를 강요당할 경우 고용주를 신고하는 핫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HMRC는 규칙 위반에 대한 증거

가 있는 경우 임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청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생길 것입니다. HMRC의 감사를 대비하여 임시 휴직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5년 간 보관

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고용주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사기 행위가 밝혀

지면  범죄 절차가 고려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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