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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we need a different Sponsor Licence in light of the new changes? 
 
최근에 영국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영국 이민 시스템이 가져올 변화

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폰서 라이센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비즈니스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스폰서 라

이센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요 변화들부터 설명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거주 또는 노동의 목적으로 EU국가로부터 영국에 오는 이민자들 역시 다른 국적 소지자

와 동일하게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국적이든 쉽게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새로운 비자 시스템 아래

에서 EU국적 이민자들에게 별도로 부여되는 지위는 없을 예정입니다.  

 오는 2021년 1월 1일 부터는 Skill Level RQF3에 해당하는 직군도 비자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현행 Skill 

Level RQF6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직, HR 직군, 케이터링 및 건설 산업군을 포함

하여 더 많은 직군에게 비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Resident Labour Market Test는 더 이상 필수 이행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

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Tier 2 (Intra Company Transfer) 비자는 여전히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Intra Company Transfer”라는 명칭으로 

변경되고 “Tier 2” 라는 명칭으로 불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Tier 2 (General) 비자는 사라질 예정이고 “Skilled Worker visa”로 대체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스폰서 라이센스 관련 

 

보유하고 있는 스폰서 라이센스의 종류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기존의 Tier 2 (ICT) 라이센스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주재원 비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Tier 2 (General) 라이센스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Skilled Worker visa”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Skilled Worker visa”는 대다수의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자일 것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Resident 

Labour Market Test 없이 RQF Level 3 수준의 이민자를 국적과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Tier 5 라이센스 또는 Tier 2 (ICT) 라이센스만 보유하고 있는 등 Tier 2 (General)에 해당하는 스폰서 라이

센스를 미 보유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Skilled Worker visa”의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라이센스 신청이 필요

합니다.  

CONTINUED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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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스템에서 Tier 2(General) 라이센스를 신청해도 이후에 새로운 이민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Skilled Worker 비

자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안적으로 새로운 이민 시스템이 적용될 때, 

Skilled Worker만을 위한 라이센스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지연이 예상됩니다. EU 또는 비 영국 국적 

근로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러한 개인들에게 비자를 계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려면 스폰서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례 없는 라이센스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홈오피스가 이러한 신청을 처

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기업들은 새로운 비자의 혜택을 이용하는데 상당힌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

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3CS 이민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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