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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Update - publication of the MAC Report 
 
The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이하 “MAC”)는 정부에 이민정책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MAC

의 권고사항이 정부로부터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민정책의 잠정적인 방향에 좋은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

니다. 지난 주, MAC에서 발행한 최신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EEA 이주가 UK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조와 함께, 내년 EU로부

터 독립하는 UK를 고려하여 이민정책 변화에 대한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MAC가 발행하는 보고서는 단지 권고사항만으

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든 권고사항 

또는 그 일부가 실제로 발효될 것이라고는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연구결과와 제시된 변경사항들은EEA 이주자를 위한 

것이든 비EEA 이주자를 위한 것이든 이민정책의 영향을 받는 회사들

에게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33페이지에 달하는 리포트 중 중요한 Key Point를 요약하여 

뉴스레터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UK와 EU가 이민법 조정을 포함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는 EEA 노동자들도 비EEA 노동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즉 예를 들면 EEA 노동자들 역시 Tier 2 비자를 신청해야함을 의미합니다. 

 

 Tier 2 (ICT) Route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Tier 2 (General)은 RQF 6 Skill Level(학사 이상)에 해당되는 일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RQF Level 3    

이상의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RQF Level 3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경력직(experienced worker)의 평균적인 최저연봉은 여전히 £30,000로 유지

되어야 합니다. RQF Level 4 직업의 약 51%가 이미 이 수준으로 지급 받고 있으며, 37%의 RQF Level 3도 같은 수준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낮은 Skill Level까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 연봉수준은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The Immigration Skills Charge는 변함 없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EEA 노동자도 비EEA노동자와 같이 취급되므로,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The Resident Labour Market Test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폐지되지 않는다면, 대체안으로 급여가 £50,000 이상인 

직업들은 면제될 수 있도록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면제사항이 없는 경우 현재 면제대상의 최저연봉은 

£159,600입니다). 또한 채용에 있어 “No Suitable Settled Workers”로 적용되는 경우는 더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신 Sponsor들이 해당 고용에 있어 최적임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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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ponsor Licence System은 현재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우 까다롭다고 여겨지므로 재검토될 것입니다. 

 

 한 해 Tier 2 (General) 노동자 20,700명이라는 제한도 사라져야 합니다. 이 제한은 UK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Tier 2 이주자의 이직이 보다 용이해져야 합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

다. 이는 또한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도할 것입니다. 현재, 보통 Tier 2 (General) 이주자는 이직하고자 할 경우 매번 

반드시 Resident Labour Market Test를 거쳐야만 합니다. 

 

 Tier 2 (General)이 RQF 3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제안되고는 있지만, 노동이주(Work Immigration) 방법이 RQF 1 또는 

2 Level의 미숙련 노동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 레벨의 일은 이미 UK Citizens과 비노동 Route

의 이주자들(예. 가족동반 비자)로도 충분한 노동력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Tier 5 Youth Mobility Scheme 대상 나라 숫자를 더 늘리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Tier 5 YMS 이주자들이 

영국내에서 Tier 2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 영국 출국 후 Tier 2 비자로 Entry Clearance (입

국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권고사항과 더불어, 이 정책들의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Home Office가 충분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 MAC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전반적인 이민정책 및  각종 수익금(Immigration Skills Charge,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HMRC 정보에 대한 활발한 활용을 가능케하여 이주자들의 실질적인 

연봉 수준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Sponsorship이 주어지

는 Tier 2 및 그 외 비자종류 모두). 

 

전반적으로, MAC의 권고사항은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환영받을 것으로 보입

니다. 특히 Tier 2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Tier 2 (General) 인원 제한 폐지, 최저 Skill Level 하향조정, 그리고 Resident 

Labour Market Test 폐지는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기에 훨씬 수월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회사 내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제시된 권고사항 중 향후 정부가 어떤 사항들을 받아들일지 지켜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Tier 2 (General)의 인원 제한 폐지 

같은 경우, 이미 많은 이해집단으로부터 오랫동안 제안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제서야 이 제안에 동의

하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순이주자수를 100,0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공식 목표를 유지한다면 더욱 그렇

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에 있어 UK를 더 매력적인 곳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열망과 함께 UK 경제와 노동시장 수요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이민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재화나 특정한 용역의 이동에 따른 위험부담은 Brexit이후 더욱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재 이동의 가능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선거캠페인 기간 동안의 높은 이주율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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