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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S Information Bulletin 
Immigration 
 
SMS (Sponsorship Management System) Level 1 User 
 

SMS란 무엇이며 Level 1 User의 의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회사가 이민자를 고용하려면 홈오피스로부터 반드시 스폰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Sponsor 

Management System(SMS)은 스폰서쉽을 보유한 고용주가 스폰서쉽 라이센스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이

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민직원의 정보 기록, 홈오피스에 변동사항 고지, 채용할 이민직원에게 적용될 

Certificate of Sponsorship (CoS) 요청 및 발급, 스폰서 라이센스의 갱신과 같은 업무를 위해 고용주는 

Level 1 User를 지정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홈오피스는 관련 정보가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기록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무고한 실수조차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스폰서 등급 격하 

• 스폰서의 시정계획에 비용 부과 

• 라이센스 취소 

• 비자를 지원받아 현재 근무중인 이민직원의 거주기간 단축  

 

따라서 SMS를 주로 관리하는 Level 1 User가 SMS의 일반적인 이용방법과 이민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홈오피

스는 제한된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 영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지닌 Level 1 User를 최소 한명은 지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제 3자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궁극적으로는 홈오피스의 스폰서쉽 규정을 준수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이는 회사 내에 Level 1 User를 유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희

소식은 제 3자에게 회사의 SMS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제 3자는 Additional Level 1 User로 지정됩니다. 3CS는 이민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고객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CS가 제공하는 Level 1 User 서비스는 무엇이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회사의 규모와 연중 예상되는 활동 수준에 따라 다양합니다. Level 1 User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와 비용이 궁금하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evel 1 User 서비스 패키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민법 헬프라인 – 이민법 관련 일반적인 조언을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비자신청관련 제외)  

• Leve 1 User와 관련된 변동사항 홈오피스에 고지 

• 이용가능한 CoS 추가요청 

• Defined Certificates of Sponsorship 신청 

• 스폰서 라이센스 갱신 신청 

• 회사의 변동사항 홈오피스에 고지 

• 직무 기술서, 한국본사 복귀 등과 같은 이민직원의 변동사항 보고 

• COS 발급(Defined CoS 포함) 

 

Level 1 User 서비스 패키지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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