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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외식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결과
◆ 영국 정부는 접객업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외식비의 50%(10파운드 한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월 한 달간 시행하였는데 전체 접객업소의
80%(8만 5천개 내외)가 참여하였으며 음식점 예약이 크게 증가
◆ 동 프로그램 시행으로 경기개선 및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가 있었으나
정부지원 종료,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그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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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운영 결과

(주요 내용)
□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크게 입은 접객업 의 영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8월 한 달 동안 외식비 지원
프로그램(Eat out to Help out)을 실시
*

월중 숙박음식업의 GDP 감소폭은 –92%로 건설업(-44%), 도소매업(-34%) 등
여타 업종을 크게 상회

* 20.2~5

ㅇ

동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레스토랑, 펍, 카페 등
에서 식사할 경우 1인당 외식비의 50%(10파운드 한도)를 지원
*

*

포장주문과 술은 제외되며 횟수 제한은 없음

요식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었으며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국세청에 매주 할인금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
ㅇ 한편 정부는 동 프로그램 이외에도 접객업 지원을 위해 부가세 인하
(20%→5%, 20.7.15 ~ 21.1.12), 사업세 면제(2020~2021) 등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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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외식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부 지원을 받았으며
8월중 음식점 예약이 크게 늘어남
ㅇ 8월중 총 84,700개 업소 (약 80%)가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누적
주문건수는 1억건, 정부 지원액은 5.2억 파운드를 기록
ㅇ 7월말까지 감소하던 음식점의 예약은 8월중 증가세로 급반전하였는데
특히 지원기간(매주 월요일~수요일)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50% 이상 증가
－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상당수 음식점들이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자구노력을 이어가면서 음식점 예약이 전년수준을 유지

□

영국 음식점 예약1)

영국 외식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결과
일자

참여 누적주문건수 누적지원금액
업체수(개) (백만건)
(백만파운드)

8. 9일

83,000

11

54

8.16일

85,000

35

180

8.23일

84,000

64

336

8.31일

84,700

100

522

자료 : 영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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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opentable

영향

(경기 개선)

외식비 지원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접객업의 예약 증가가 매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기개선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
ㅇ 8월말 접객업 부문의 회전율이 전월에 비해 13% 상승하여 평상시의
80% 수준까지 회복되었는데 이는 8월 경제성장률을 약 2.5%p 높일 것
으로 예상(DB)
ㅇ 다만 음식점들의 자체 할인행사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종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조치 재강화 등으로 이러한 개선세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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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조치 이후 부문별 산출량1)

접객업 회전율1)2)

주 : 1) 2020.4월 이동제한조치 실시 이전 대비 비율
2) 격주조사
자료 : DB

(물가상승률 하락)

외식비 지원 프로그램은 접객업 부문 부가세 인하와 함께 8월중 소비자
물가상승률 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

전년동기대비 0.2%로 전월(1.0%)에 크게 떨어지며 2015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월중 음식숙박업의 물가지수는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2.8%)하였는데 이는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낮춘 주요인이
었던 것으로 나타남(기여율 –0.34%p)
ㅇ 다만 8월 물가상승률 하락은 부가세인하, 외식비 지원 등 정부 지원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동 정책 종료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
ㅇ 8

영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영국의 부문별 물가상승률 기여율

자료 : 영국 통계청(ONS)

(기타)
□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외식비 지원이 타인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코로나19가 더욱 확산 되는데 일부 기여하였다는 비판도 제기
*

월중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9월에는 7,000명 수준까지 급증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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