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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nding Down of the Government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JRS) 

 
 

9월 1일부터 영국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고용 유지 정책은(CJRS 또는 Furlough Scheme) 단계별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4월에 도입된 이후로 영국 정부는 유급 휴가에 들어간 직원 월급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했으며, 올해 10월 이후에도 이 제도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여러 차례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로 9백 6십만 명의 노동자가 유급 휴직에 들어갔으며, 대략 354억 파운드가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노동자의 12%

가 여전히 유급 휴가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양의 월급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직원들이 유급 휴가로부터 복귀할 수 있는지는 향후 몇 주간의 귀추를 주시해봐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고용 유지 정책의 단계적인 종료가 가지는 의미 

지난 8월 초 이후로 고용주는 고용주의 연금과 National Insurance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해왔으며,  9월 1일부터는 직원의 유급 휴가 

급여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합니다.   
 

 

 

10월 말 고용 유지 정책 종료 이후의 상황 

고용 유지 정책이 종료되면 유급 휴가에 들어갔던 직원들을 복귀시켜야 하지만, 사업 운영상 시행하기 어렵다면 구조조정을 고려

할 수도 있습니다. 1/3이상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고려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대신할 대안책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급 휴가중인 직원들 중에 사업 운영

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무급 휴가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대안적인 직무나 감축된 업무시간 제안을 수용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연말이 다가올 수록 브렉시트 시한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다가올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불확실성

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의 인력을 재구성하고 재배치하는 전략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보너스(Retention Bonus) 

영국 정부는 약 25만개의 일자리가 손실된 것으로 파악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접객업 및 레저산업을 위한 고

용 유지 정책 연장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유급 휴가 중인 직원을 복귀시키고 2021년 1월까지 고용

을 유지할 경우 각 직원당 보조금 £1,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구조조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러한 인센티브가 

충분한 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현 상황에서 고용 유지 정책이 

종료된 후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손실을 막기에 보조금 £1,000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 유지 정책 지원금 고용주 분담금 

9월 1일 70% (up to £2,187.50) 10% (up to £312.50) 

10월 1일 60% (up to £1,875) 20% (up to £625) 

10월 31일 제도 종료 11월 1일부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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