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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R Legal Weekly 
 

Immigration 

 

Immigration Law - Restricted Certificates of Sponsorship 
 

최근 Tier 2 (General) 비자로 직원을 채용하려는 회사는 필수 요건인 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 (“RCoS”)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RCoS는 매년 20,700개가 12개월에 걸쳐 매달 다른 양이 공급되며, 매달 보통 1,000에서 2,200개가 공급됩니다. 홈오피스 웹사이트에 

고시된 통계를 보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신청수보다 공급된 RCoS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자격이    

되고 £20,800의 최저 임금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RCoS를 신청했던 모든 이들이 취득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뀌어, 그로부터 2018년 5월 현재까

지 매월 허용된 RCoS가 모두 할당되었습니다. 즉 RCoS신청이 공급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경우 RCoS는 높은 연봉의 포지션에 우선적으로 할당되며,      

따라서 연봉이 높을수록 RCoS가 할당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12월 이후로 RCoS를 할당 받은 최저 연봉이 £50,000으로, 대부분의   

달에서의 최저 연봉은 이를 웃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20,800이었던  2017년 11월 이전의 최저 연봉과는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직업은 다른 최저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봉 수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PhD 레벨의 포지션과 종사자가 부족한 직업, 특정 대졸 취업 캠페인이 이용되는   

직업은 높은 포인트를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Resident Labour Market Test와 RQF Level 6 skill 기준이 적용될 것이며     

따라서 RCoS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이 요구됩니다.  

 

대중 매체와 행동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은 결과, 홈오피스는 현재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러한 현 시스템을 변경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7월 6일자로부터 비자 신청을 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RCoS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즉 6월 신청자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하여 RCoS의 공급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RCoS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연봉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만큼 원하는 효과를 가져올지는 더 지켜보아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용하려는 외국인 직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제공하는 것 외에 당장 회사에게 주어진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PhD 레벨이나 종사자

가 부족한 직업 코드가 적용되는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Tier 2 (General)에서 RCoS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외국인 직원을 스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미 영국에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Tier 4 학생 비자를 갖고 있다가 학업이 끝난 후 Tier 2 (General)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임시 조치로는 RCoS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원격 근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For assistance with applying for RCoS, the Resident Labour Market Test or for general information on Immigration Law 
and the current situation, please contact a member of the 3HR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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