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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인 경제, 다양한   
기술, 혁신, 민첩성, 영국은 
이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프라울, 딜로이트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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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기업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고객, 혁신가, 공급 업체 및 파트너들과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며 세계 진출을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안정적인 경제와 시장을 통해 확실히 
자리를 잡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세계적 수준의 규제 및 법률 
시스템과 최고의 금융 서비스 산업을 보유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인정받아왔습니다.  

또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유럽 최대의 해외
직접투자 유치국이기도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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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5위의 경제 대국2

• 2023년까지 영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 예측3

• 유럽 1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국4

• 영국은 6천 6백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주요 시장5

• 2018년 총 663,272개의 신규 법인 설립6

• 세계 최고의 금융 센터7

• 유럽 최대, 세계 3위의 벤처 캐피털 시장8

• 영국은 세계 시장으로의 원활하고 빠른 접근

성이 돋보일 뿐만 아니라, 영국의 유럽 최대 

항공 운송 시스템과 유럽 2위의 항구산업은 

수출기업들에 이상적인 장소를 제공합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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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주요 경제 강대국인 
영국에 투자하세요. 



귀사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다
양한 산업 환경
영국의 다양성은 영국을 유럽 1위 그리고 세계의 주요 해외 직접투자 
유치국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10 영국은 4개(잉글랜드, 스코
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밀접하지만 뚜렷한 특징을 가진 지역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은 4개의 활기찬 수도가 있는 
고유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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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의 임
원들과 전문가들
에게 런던으로 
옮기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면 모
두가 동의 할 것
입니다."
옥타비오 로페즈, GP 

Investments, 전무이사

런던
세계적인 파워하우스
유럽 최대 도시인 런던은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인구들이 거주하며 23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진정한 ‘세계의 도시’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런던
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증권 거래소 중의 하나인12 런던증권거래소11에 60
여 개국의 2,000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금융센터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런던은 또한 글로벌 기술 허브로 헬스케어에서 첨단 엔
지니어링, 재생 에너지에서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테크시티에는 페이스북, 구
글, 인텔, 시스코를 포함해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으며 유
럽의 다른 어떤 도시보다 많은 357,900명 이상의 개발자가 모여 있습니다.13 
런던은 성공적으로 급성장하는 중소기업들의 중심지입니다. 2018년 벤처 캐
피털 규모인 79억 달러는 유럽 최대입니다.14 2018년은 영국에 그 어느 해보
다 획기적인 한 해로 4백억 달러 가치의 판매, IPO 및 합병이 이루어졌습니
다.15

잉글랜드 북부
잉글랜드 북부는 주요 경제 파워하우스인 맨체스터, 리즈, 리버풀, 셰필드, 
뉴캐슬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전문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작은 도시
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이 지역의 경제 
규모는 3,500억 파운드에 달합니다.16 이 도시들은 런던과 철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잉글랜드 북부 지역의 비용 경쟁력, 숙련된 인력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 능력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17 

백만 개가 넘는 민간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북부 지역은 영국 총 GDP
의 19%를 차지하며,18 리즈, 리버풀, 맨체스터, 뉴캐슬, 셰필드와 같은 
대도시들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은 산업 혁명의 발상지이자 이어서 세계 
최초의 도시 간 철도, 최근에는 원자력, 첨단 엔지니어링, 의료 분야의 
주요 클러스터와 원자 분리 및 최초의 그래핀 분리와 같은 혁신이 일어난 곳
입니다. 아울러 유리한 지리적 위치로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본
거지로 영국의 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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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북부 지역은 또한 창의성과 디자인의 세계적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
으며 해외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전문 지식과 제조 노하
우를 통해 매년 전 세계로 500억 파운드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20 

이 지역에는 254개 지역에 직항으로 연결되는 7개의 국제 공항과 12개의 주
요 대외 무역 항구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높은 삶의 질과 아름다운 국
립 공원, 축구, 음악, 문화 유산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일하며, 공부하고,투
자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미들랜드(잉글랜드 중부 지역)
미들랜드는 우수한 첨단 제조 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의 강점을 통해 
경제 성장, 생산성 및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영국 13%의 총 부가가치(GVA)21를 창출하고 2천억 파운드 이상의
경제 규모로21 영국 성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천만 명이 넘는 인구와22 70만개
의 기업이23 소재하는 이 지역에는 버밍엄, 노팅엄과 함께 코벤트리, 더비, 헤
리퍼드, 레스터, 링컨, 스토크온트렌트, 울버햄튼, 우스터와 같은 역사적인 도
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4시간 내에 92%의 영국 인구에 접근할 수 있는 위
치에 있습니다. 미들랜드의 우수한 도로, 철도 및 항공 네트워크는 세계 무대
로의 연결을 용이하게 만들어 이 지역을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로만
들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와 아이작 뉴턴의 고향인 미들랜드는 첨단 엔지니어링, 자동차, 
생명과학 및 기타 여러 분야의 혁신 허브가 되었습니다. 제조업은 여전히 이 
지역 경제의 중심 산업으로 지역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15,000
개의 제조업체가 70만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24 미들랜드 지역에는 영
국 최대의 자동차와 식품 가공 기업들과 그와 관련된 공급 업체들이 소재하
고 있습니다.25 운송업뿐만 아니라, 이 지역 27개 대학은 세계 수준의 과학 및 
혁신 기지를 지원하여 이 지역을 첨단 제조와 엔지니어링, 저탄소 기술, 헬스
케어, 생명과학, 농식품 음료와 같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센터로 만들고 있
습니다.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invest.great.gov.uk 
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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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남부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는 2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2018년 영국 경제 총 부가가치(GVA)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역은 원자
력과 항공우주에서 생명과학 및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
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남부 지역은 창조,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재래산업과 결합되는 부
문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혁신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 지역에는 5G, 핀테크, 
애그리테크, 사이버 보안, AI(인공지능), 가상 현실 및 IT에 걸쳐 활발한 전문 
클러스터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잉글랜드 남부 지역이 세계 
무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분야들 중의 일부일 뿐입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개트윅 공항, 루턴 공항, 스탠스테드 공항, 브리스톨 공항
과의 효율적인 공항 네트워크를 통해 영국 내의 전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로 더욱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로터널을 통해서는 유럽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는 사우샘프턴, 브리스톨, 런던 게이트웨이 
도버 및 영국에서 가장 붐비는 컨테이너 항구인 펠릭스토우와 같은 항구들
이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남부 지역의 케임브리지-밀턴케인즈-옥스퍼드 아크를 
주요 경제 우선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 
및 혁신 자산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 2위 수준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대학교와26 8개의 다른 대학, 사이언스 파크, 연구 기관, 기업체 
및 인큐베이터 네트워크는 이 지역의 지식 집중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더욱 광범위한 혁신 경제를 형성해 이 지역 전체의 성
장을 주도하고 나아가 영국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invest.great.gov.uk 
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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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미래를 위한 투자
스코틀랜드는 런던을 제외하고는 영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27 영
국에서 두 번째로 큰 유럽 최고의 금융 센터 중 하나이며 핀테크의 허브로 국
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28 스코틀랜드는 또 R&D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데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29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는 모든 면에서 미래 지향적입니다. 줄기 세포 
연구, 재생 의학, 바이오 기술, 유전체학 및 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프
로젝트로 생명과학 연구 분야의 선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든버러는 또 영
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 도시이자30 전 세계 문화 수도로 
유네스코가 세계 최초의 문학 도시로 선정31한 바 있으며 세계 최대의 도서 
및 공연 예술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32

글래스고에 설립된 센싱, 이미지 시스템, 사물 인터넷(IoT) 센터인 CENSIS는 
최첨단 기술의 세계 선두주자로서 스코틀랜드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웨일스
혁신을 위한 센터
웨일스는 혁신으로 명성이 높고 외국 기업들이 화합물 반도체, 사이버 보안, 
신경 과학 및 인슈어테크와 같은 분야의 다양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입니다. 웨일스 투자청(Investment in Wales)은 영국 최대 규모의 공공 개발 
은행인 Development Bank of Wales가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2백만 파운드
의 자본, 메자닌, 및 대출 투자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엔젤 펀딩 네트워크를 관
리합니다.33 웨일스의 수도인 카디프는 영국 내 다른 어느 주요 도시보다 더 
많은 녹지 공간, 풍부한 문화 유산 및 스포츠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전문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및 미디어 분야에서 명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영국의 주요 3대 TV 방송국 스튜디오들이 있습니다. 카디프
대학교는 생명과학 및 관련 분야의 연구 전문성으로 유명하며 이 대학과 연
계된 우수한생명과학 클러스터는 약 100개의 기업과 기관을 하나로 묶고 있
습니다. 여러국제 헬스케어 기업들도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곳의 전문
성에 매료된 혁신적인 소규모 기업들도 이 지역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invest.great.gov.uk 
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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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미래를 재정의하는 곳
북아일랜드의 경제는 하이테크 서비스 분야의 창업 기업들이 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저렴한 운영 비용과(연봉 수준이 유럽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30% 정도 낮음)34 강력하며 탄력적인 인프라는 
기업들에 완벽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이래 벨파스트는 경제 성장과 재생을 지속하고 있
습니다.35 이 북아일랜드의 수도는 기존의 조선산업과 섬유산업을 
기반으로 최근 도심과 해안에서 대규모의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타
이타닉 쿼터(Titanic Quarter)는 역사적인 해양 랜드마크, 영화 스튜
디오, 교육 시설과 주거 및 레저 개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벨
파스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이언트 코즈웨이를 포함한 북아일
랜드의 뛰어난 풍경들을 볼 수 있는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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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들 위한 준비된 목적지
완벽한 비즈니스 환경

영국은 활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와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창출하는 많은 요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안정적이며 투명한 정치, 법률 및 규제 환경

• 업체에 적합한 기업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

• 공정하고 공개적인 조달 절차

•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접근 방식

“영국의 국가와 경제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과 서사이의 

이상적인 입지로 전 세계로의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기요시, 히타치, 제너럴매니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11



경쟁력 있는 
조세 환경

영국은 최적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핵심 
요소는 낮은 세율, 공정하지만 경쟁력 있는 조세 규칙, 혁신을 위한 관
대한 세금 감면입니다. 이는 기업의 성공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
인 조건이며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성장시키는 데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려는 영국의 주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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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인재와 기술의 본거지
영국에 온 투자자들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국제 인재 풀을 활용하여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요소는 기업이 
현재와 미래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영국의 
역량을 구성합니다.

1.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영국은 전 세계로부터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G20 국가들
중 인재를 유치하고 성장시키는 역량에 있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36

3. 영국은 기업에 가장 필요한 기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3,200만 명이 넘는 노동 인력과37, 이들
이 보유한 기술과 전문성은 기업의 비즈니스 성장에 주요한
요소입니다.

영국은 세계 10대 대학 중의 4개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고
등 교육 시스템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혁신과 아이디어 도출을 가능하
게 하는 훌륭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매년 연구협의회 및 대학에 70억 
파운드 이상이 투자되어38 영국이 주요 연구 강대국들 가운데 최고 수
준의 연구 생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39

영국은 자국 기술 기반의 규모, 숙련도, 강점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지멘스, 구글, 페이스북, 히타치, 코카콜라, 소니, 포드, 존슨앤존슨과 
같은 세계 최대의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 세계 10대 대학 중의 4개 대학: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영국에 소재함40

• 유럽에서 최다 MBA 배출41

•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 시장 중의 하나42

• 경쟁력 있는 인건비 – 서유럽 최고 수준43

• 개선된 견습 제도 – 기업의 기술 요구와 부합되도록  재설계됨.

상세 정보는  
invest.great.gov.uk 
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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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최고의
 제조 시설,
 헌신적인 
 노동력,  
 고용 가능한           
 혁신적인 
 인재 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타스 제약



지속 가능한 개발 
국가적 계획 정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잉글랜드 
전역에 걸쳐 

 
 

계획 지원서가 
성공을 거둠 

94%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 

신청 건수의 94%가 
승인을 얻음

87%
주요 프로젝트가 
13주 내에 결정.

 소규모 프로젝트 중 
85%가 8주 안에 결정됨

세계 시장에 대한 쉽고 빠른 접근성
영국은 세계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
다. 글로벌 운영에 적합한 시간대에 있으며 영국의 근무 시간은 도쿄 및 
샌프란시스코 시간대와 겹칩니다. 제품 운송 측면에서 영국은 유럽 2위
의 항만산업과 유럽 최대의 항공 운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44 수
출 기업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영국 정부는 인프라를 유리하게 보완하기 위해 영국에 소재한 기업들의 
해외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 파운드의 수출 및 금융 보험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45

귀사를 위한 완벽한 장소를 찾아보십시오
영국의 기업 설립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사업을 시작하고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세계 은행은 영국의 건설 
허가 취득 과정(계획 허가 획득 포함)을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영국은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및 아일랜드를 포
함한 다른 많은 국가보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46 형식적인 절
차가 너무 많으면 비즈니스 성장에 방해가 되므로 영국 정부는 기업을 
위한 완벽한 장소, 이는 또한 업무 외의 삶도 즐길 수 있는 입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

회사법과 기업 지배 구조 모두에서 투명성과 유연성만큼 비즈니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공정하고 개
방적인 공공 조달이 보장되므로 영국에서의 회사 설립은 매우 간단
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필요에 가장 걸맞은 회사 
구조를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또한 기업과 투자자들
에게 투자, 혁신, 거래에 필요한 믿음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법률 및 
모범 사례의 틀을 제공합니다.

88%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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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0일부터 영국은 세계 최고의 과
학자, 연구원, 수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새
로운 고속 비자 제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과학, 연구, 혁신은 영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새로운 글로벌 인재 노선은 영국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
아, 최고의 인재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과학 및 연구 커뮤니티의 지원자들은 
영국 연구 및 혁신(UKRI)의 승인을 거칠 예정
입니다.

도움말 링크

비자 및 입국 허가 
과학 및 혁신

•  우수한 과학자 및 연구자가 영국으로
빠르게 입성할 수 있음

•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
이 없음

•  고급 수학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3
억 파운드 제공

거의 200개 국가에서 
근무일 기준 5일 내
에 처리되는 우선 
서비스 제공49

전 세계 300
개 이상의 비자 지원 센
터 인도와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에는 복수의 
비자 지원센터 설치.50

96%
의 비정착 비자 지원 
프로세스가 표준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처리47

중국, 러시아, 인도, 중동 
일부 지역 국가들을 포함
해 여행용 여권을 유지하
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권 패스백 서비스

200개 국가
19개 언어
방문 비자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비자 신청 
서비스인 Access UK 
운영48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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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는 곳



정부의 약속
영국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고도로 숙련되고 경쟁력 높은 경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강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영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기반을 
상업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영국 전역에서 성장을 주도함으로써 더욱 
혁신적인 경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매우 적극적이
었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기업들을 위해 
무료 시장 조사와 같은 훌륭
한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
니다.”

샤런 멜라메드, 
어바웃매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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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국가 생산성 투자기금(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경제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운송 프로젝트 개선을 위해 26억 
파운드51, 5G 및 광섬유 브로밴드와 같은 영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
하기 위해 7억 4천만 파운드52, 주택 인프라 기금 23억 파운드53가 포
함됩니다.

영국 정부는 또한 주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히드로 공
항의 신규 활주로에 대한 지원, 도로 및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투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영국은 기업투자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벤처 캐피탈 신
탁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영국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25억 
파운드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되고자 합니다.54

영국은 또한 영국 비즈니스 은행(British Business Bank)의 25억 파운드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55 이것은 민간 투자에 75
억 파운드를 추가로 유치하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영국 기업들이
56 성장과 세계 진출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은 향후 10년 동안 GDP의 2.4%를 R&D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위 25% 국가 안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설정
했습니다.57 이는 영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 중심의 경제이자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invest.great.gov.uk 
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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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수준의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영국은 유럽 최고의 금융 서비스 허브이자 세계 최고의 금융 서비스 
센터입니다. 런던은 채권 발행 및 거래의 주요 글로벌 센터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글로벌 증권거래소 매출의 약 39%를 
차지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 최대의 부채 담보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
며 미국(40.3조 달러), 일본(13조 달러), 중국(12.3조 달러)에 이어 세
계에서 네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58 영국과 같이 자본, 능력, 국제적
인 중심지가 모두 충족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영국 금융

런던은 최고의 
국제금융센터59  

영국은 유럽 최대,
세계 3위의 

벤처 캐피털 시장63

영국은 유럽 상위 10대 
유니콘 벤처 캐피털 

헌터 펀드들 중 7개의 
본거지60

글로벌 외환 거래의 
37%가 영국에서 이루
어지며 이는 영국을 
전 세계 외환 거래의 
선도적인 중심지로 만

들어주었습니다.64

영국에서 770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가 

창출되었고 이것은 독일의 
2배 이스라엘의 거의 4
배에 달하는 것입니다.61 

런던은 대중화권을 제외하고 
최대 위안화 청산 결제 센터
(클리어링센터)로 위안화 역
외 총거래 중의 40%가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65

영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16%로 국경 간 은행 대출 

1위 국가입니다.62

영국은 이슬람 
금융의 주요 

센터입니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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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인 운영 자본
영국에는 이렇게 강력한 금융 서비스 산업을 통해 점점 더 많은 핀테
크 및 크라우드 펀딩 스타트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 수출 금융(UK Export Finance)의 상품과 서비스
도 영국에 소재한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매력적인 패키지 중의 
하나입니다. 영국 정부는 또한 영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국제 시장
으로 진출할 때 최대 500억 파운드의 수출 금융 및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67

영국에 투자하거나 영국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영국의 수출 신용 
에이전시인 UKEF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바이어들에게 매력적인 파이낸싱을 제공해 기업들이 수출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업들이 운영 자금과 계약 채권을 지원하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업들이 수출 보험을 통해 해외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
니다.

영국에서 사업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저희에게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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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생태계
영국은 실험실에서 남극과 북극, 우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발견을 한 풍부한 유산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과학적 성과는 원자 분열에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와 
월드와이드웹의 발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영국은 발명가의 나라 그 
이상입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놀라운 상업적 성공으로 이끄는 혁신 시스템에 
계속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R&D, 혁신, 인프라를 갖춘

영국은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위르겐 마이어, 지멘스 영국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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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R&D
영국은 정부와 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이디어를 상업적 성공
으로 전환하기 위한 번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
국은 2018년 글로벌혁신지수 5위를 차지하는 등 과학, 연구, 혁
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합니다.68 이 혁신지수는 영국 
내 세계적 수준의 대학 및 연구 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혁신을 지
원하는 인프라의 품질과 금융 시장의 정교함을 높게 평가했습니
다.   

혁신 지원
영국은 관대한 세금 공제로 첨단 연구 및 하이테크 상업화 프로
세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허 박스는 적합한 특허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율을 기존의 거의 절반 수준인 
10%로 낮춰줍니다.69 R&D 세금 감면은 중소 기업 대상의 R&D 
비용에 대해 230%를 제공할 수 있으며 R&D 지출신용
(Expenditure Credit)은 대기업 대상의 R&D 비용에 대해 11%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70

영국 정부는 2027년까지 총 R&D 투자를 GDP의 2.4%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3%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71 
Innovate UK는 비즈니스 주도의 혁신을 지원는 정부 기관으로 
영국의 세계 수준 연구 기반을 포함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잠재력
을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중의   
하나로 영국의 연구 센터와 학계를 연결하는 캐터펄트(Catapult)  
센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72 캐터펄트는 기술과 혁신센터들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설과 전문 지식에 대한 액세스
를 제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영국은 정부 주요 아젠다에 AI와 데이터 혁명을 포함했습니다. AI 
산업 협약(AI sector deal)은 영국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
해 20개의 새로운 AI 박사 교육센터와 함께 향후 5년간 매년 영
국 대학에 200개의 새로운 박사 학위 과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73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차세대 AI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지원함으로써 2035년까지 AI가 영국의 생산성을 최
대 35% 향상해 영국 경제에 6,200억 파운드가량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74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invest.great.gov.uk 
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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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위한 글로벌 목적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영국을 선택했다면 귀사는 훌륭한 기업
이 분명합니다. 영국 정부는 자금 지원 방식의 다양성을 유지하
고 국제 협력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협의회와 대학교에75 매년 
6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한 기업
들이 최고의 시설, 전문성, 연구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
원합니다. 

•  영국은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상위 5개 국가에 선정되었습니다.76

• 영국의 산학 협력은 유럽의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효과
적인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77

• 영국은 주요 연구 강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연구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78

• 영국은 기업들이 선정한 글로벌 IP 시스템 티어 1의 3개국
중 하나에 선정되었습니다.79

•  테크 기업 설립에 있어 성공적인 실적: 1990년 이래 배
출된 유니콘 기업들 중 3개 중 1개가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이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설립된 유니콘 기업은 
49개로 유럽 전체 유니콘 기업의 35%를 차지하며 이는 
독일보다 거의 2.5배 많은 수치입니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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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업데이트
영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접근 방식과 혁신과 투자가 영국에서 어떻게 발전되
는지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증거는 필연적으로 수
치에서 나타납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의 접근 방식은 실제로 효과적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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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0 European FDI destination countries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
터키
네덜란드
러시아
아일랜드
Finland

Serbia

Romania

Italy

Hungary

Lithuania

Portugal

Bosnia and Herzegovina

Sweden

Czech Republic

Other countries**

Total

2017

1,205

1,019

1,124

237

215

197

229

339

238

135

191

118

126

63

116

74

95

62

108

134

628

6,653

2018

1,054

1,027

973

314

278

272

261

229

211

205

194

119

109

103

101

83

74

73

73

65

538

6,356

Change 2017/18

–13%

1%

–13%

32%

29%

38%

14%

*

–11%

52%

2%

1%

–13%

63%

–13%

12%

–22%

18%

–32%

–51%

–14%

–4%

시장점유율(2018년)

17%

16%

15%

5%

4%

4%

4%

4%

3%

3%

3%

2%

2%

2%

2%

1%

1%

1%

1%

1%

8%

100%

Source: EY European Investment Monitor (EIM) 2019 .

“FDI growth stalled in France in 2018 following 
two years of huge gains. The number of new 

FDI projects rose 1% to 1,027 last year. 

*   Due to a change in methodology in the Netherlands in 2017, the 229 FDI projects reported for 2018 actually compare with 224 FDI projects in 2017.

** Other countries include Switzerland, Denmark, Ukraine, Bulgaria, Austria, Latvia, Slovakia, Croatia, Estonia, Luxembourg, Norway, Belarus, Malta,
Azerbaijan, Greece, Georgia, Slovenia, Armenia, Macedonia, Iceland, Cyprus, Liechtenstein, Moldova, Albania, Montenegro and Mo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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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특별합니다. 유서 깊은 역량,

놀라운 경험, 수십 년의 역사를 갖춘 제도적 지식을

찾고 있다면 영국입니다."
Peter Moore, Chief Competition Officer, EA Games

*EY - Europe Attractiveness Surve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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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영국의 해외직접투자
소프트웨어 및 기술산업

•  런던은 계속해서 유럽의 기술 투자 환경을 지배하고있으
며, 최근 수치에 따르면 2018년 영국의 기술산업은 다른
유럽 허브보다 더 많은 벤처 캐피털 및 기술 IPO를 유치
했습니다.81

• 이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영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산업 규모가 1,840억 파운드에달
했습니다.82

• 런던은 실리콘 밸리에 이어 세계에서 기술과의 연결성이
가장 높은 장소가 되었습니다.83

• 이 산업은 금융 서비스 및 고부가가치 제조에서 소비재
및 농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모든 영역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커뮤니티의 중심 

• 영국은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84

•  이것이 유수의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들과 금융기
관들을 포함해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영국을 선택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 영국의 규제 프레임워크, 표준과 네트워크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영국의 높은 표준을 찾고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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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  영국은 유럽 1위의 헬스 및 생명 과학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입
니다.85

• 영국에서 연구의 시작부터 임상 실험에 이르기까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리소스를 찾을 수있습
니다.86

• 영국은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건강보험)에서 세계
적으로 유명한 연구, 테스트 베드 및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우수한 창의성

•  창조산업은 영국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2017년
그 규모가 1,015억 파운드에 달했습니다.87

•  영국의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은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와 같은 글
로벌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  영국의 게임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계를 허물고있
습니다. 게임산업의 가치는 2018년 57억 파운드에 달했습니다.88

전자상거래 

•  영국 소비자는 얼리 어답터로서, 예를 들어 아마존이 영국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등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89

• 영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인당 지출이 가장 많으며, 연간 평균
£3,161에 달합니다. 90

• 영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9년 말까지 2,000억 파운드를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1

• 2021년까지 약 93%의 영국 인터넷 사용자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온라인 쇼핑 보급률을 보이면서 온라인 쇼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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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제통상부의 지원 방식

영국 국제통상부는 영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전담 전문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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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제통상부의 영국 투자 관련 
서비스
영국 국제통상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등록, 금융, 인력, 기술, 연구개발, 부동산, 운송, 유틸리티 및 규제
문제와 같은 중요한 고려 사항들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 해외 기업들이 영국에서 최적의 법인 설립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역 및 위치 분석 서비스 제공

• 업계의 리더, 상공회의소, 서비스 제공 업체, 대학교, 연구 개발 센터와
같은 관련 산업 네트워크와의 연결

• 영국의 Global Entrepreneur Programme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기회 창출에 대한 지원 서비스

• 영국에 이미 설립된 법인은 투자자 개발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지
원 제공

영국에서 사업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저희에게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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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계속해서 많은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영국 국제통상부와 파트너 네트워크는 1,782개의 투자 프로젝
트를 지원했습니다.93

영국은 세계 최고의 투자 촉진 기관을 갖춘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국 국제통상부(구 영국 무역투자청)은 2014년 10월 지속 가능한 개발
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홍보를 우수하게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연
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서 수상하였습니다.94

영국 국제통상부는 모든 형태와 규모의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일 수도 있고 고속 성장하는 
중소기업 또는 가족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또 대기업이거나 중요한 
기관 투자자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시작점, 계획, 열망이 어디에 있든 
영국에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우리는 영국에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제통상부는 우리가 영국 시장에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귀중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사리 플로레스(Sali Flores), 네츄라비세(Natura Bissé),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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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제통상부의 10가지 주요 지원 서비스
영국 국제통상부는 영국에 투자하는 국제 투자자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지원은 ‘비즈니스 기밀(Commercial in Confidence)’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시장 기회 평가

2. 적합한 컨택포인트와의 연결

3. 영국에서의 법인 설립

4. 맞춤형 시장 조사

5. 최적의 시장 위치 선택 지원

6. 영국 세제 환경에 대한 설명

7. 지속적인 정부 지원

8. 비자 신청 및 영국 입국 지원

9. 인재 채용 지원

10. 기업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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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싶다면 아래 
연락처로 투자 서비스팀에 문의하십시오.  
invest.great.gov.uk/int/contact

영국 국제통상부 투자 서비스팀은 가까운
영국대사관 또는 현지 무역 사무소와 연결시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invest.great.gov.uk

“영국 국제통상부의 초기 지원과 

지속적인 도움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리처드 로빈슨, 영국 Calbe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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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제통상부(DIT)는 전 세계에 걸쳐 영국 무역을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국제 무역 정책 협상, 비즈
니스 지원, 해외 무역 외교 전략을 담당하는 전문 정부 기관입니다.

법적 면책
이 문서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영국 국제
통상부는 오류, 누락 또는 오도된 진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언급된 개인, 
기업, 회사 또는 기타 조직의 입장에 대해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지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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