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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How can a Sponsor Licence help your business in the face of Brexit? 
 

많은 회사들이 해외 그룹 회사로부터 주재원이 오거나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때가 되어서야 스폰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때 이미 스폰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 과정에 상당한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Tier2 (General) 라이센스가 요구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홈오피스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광고를 28일 동안 게재해야 합니다. (이미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 광고가 홈오피스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센스 신청은 그 이후에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홈오피스는 이 신청 과정에 8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개인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 

역시 상황에 따라 수일 또는 수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특정한 지원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난 후에 비자를 취득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 까지 1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연으로 인해 핵심 업무를 수행할 직원의 부재로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채용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스폰서 라이센스를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는 

Tier 2 (ICT) 라이센스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Tier 2 (General) category 를 추가 신청하는 것

입니다. 회사가 외국인 지원자를 갑자기 고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현재 필요가 없어 보이는 라이센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

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가까운 시점에서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것을 더욱 심각

하게 고려해 보시기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국 여러 업계는 적절한 인재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 출신의 근로자들이 영국을 떠나고, 영국으로 오고

자 하는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

니다.   

 

1. 고용 가능한 유럽 연합 국가 출신의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서 영국 국민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2. 유럽 연합 국가 출신의 근로자가 감소하고 영국 국민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필요한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회사

들은 다른 국가 출신의 근로자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3.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면 그 이후 영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유럽 연합 국가 출신 근로자들은 자동 근로권이 없으므로 비자가 필요

할 것입니다.  

 

현재 스폰서 라이센스 시스템과 관련 비자는 2008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홈오피스는 브렉시트로 미칠 영향

으로 인해 단기간에 이미 해야 할 여러 다른 업무 외에도 상당한 양의 업무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스폰서 라이센스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홈오피스는 숙련도가 낮은 인력에게 비자를 허가하는 정책과 함께 유럽 연합 국가 출신 근로자를 위한 비자 등을 이 시스템에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미래에 필요할 직원을 고용할 때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브렉시트 대비 전략 중 일환으로 스폰서  

라이센스를 미리 취득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홈오피스는 추측성으로 신청한 스폰서 라이

센스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폰서 라이센스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3HR은 여러 복잡한 케이스를 성공적

으로 성사시킨 경험을 통해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 관련한 전문적인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or assistance, please contact a member of the 3HR team. Thomas Miles 
Solicitor/Head of Legal 
E: thomas.miles@3hr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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