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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한국의 진풍경

노동허가서에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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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는 취업이민 2순위 또는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음주 관련 암, 적당히 마시는 사람이...

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다. 노동허가서를받기 위해서는 기

“한국인 8명이 성폭행” 필리핀 여성...
LA 해변 3곳 수질‘최악’

준임금을 노동부에서 받고 구인광고를 해야 하며 취업자격을
가진 미국 노동자 중 취업신청자가 없어야한다. 노동허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주는 비전문직인 경우에는 3가지의 광고
를 해야 하고 전문직인 경우 6가지의 광고를 해야 한다.
광고가 끝난 후에 의무적으로 30일을 쉬고 노동허가서 신청서
를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노동허가서를 승인
받는데 요즘 5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흔희 노동허가서신청서를 노동부에서 감사(Audit)를
한다. 노동부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노동허가서 신
청서가 지연될 수 있다. 2014년 초에 발표된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고용주가 취업조건으로 학사학위 미만을 요구하거나
학위만 요구하고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감사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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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노동허가서를 받게 되는데 변호사
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노동허가서를 언제나 승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노동허가서와 관련방침을 갑자기 바꾼 후에 새로운 방침과 맞지 않는 케이스를 거절한다. 노동허가서
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기에 노동부에서 갑자기 방침을 바꾸면 이미 접수된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수정
할 수 없다. 이전에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수십 번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같은 방식으로 준비된 노동허가
서가 승인된다는 보장은 없다. 노동부는 이전의 관행과는 달리 새롭게 만들어진 거절사유로 노동허가서를 거절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노동부에서는 광고서류에 노동부 주소 suite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노동허가서를 거절하기도 하고 노
동부 주소를 두 개 사용했다는 이유로도 거절하기도 한다. 노동부 주소의 suite번호가 잘못 기재되거나 주소가
두 개가 기재되더라도 우편은 노동부로 전달되지만 노동부는 냉정하게 노동허가서를 거절한다.
최근에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목사 등의 직분으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했을 때 신청자의 면허증, 자격증, 안수
증 등을 노동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무더기로 거절했었다.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노동허가서 신청서에는 면허증, 자격증, 안수증 등을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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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전에 신청자의 면허증, 자격증, 안수증 등이 노동허가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한 번도 노동부에서 노동허가서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통 노동부가 아닌 이민국에서 취업이민 청원서
를 심사할 때 취업이민 신청자가 면허증, 자격증 안수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노동허가서에
신청자의 면허증, 자격증, 안수증이 기재가 되지 않았다고 노동부에서 노동허가서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작년 7월 30일에 노동부는 신청자의 면허증, 허가증, 안수증 등이 노동허가서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신청서를 작성할 때 특별히 면허증, 자격증, 안수증 등을 노동허가서에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현재 노동부는 경력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에 신청자의 면허증, 자격증, 안수증 등을 기재하라
고 강요하지만 온라인으로 엉뚱한 공간에 기재하는 것이라 방법이 매끄럽지가 않다. 고용주와 관련 없이 면허
증, 자격증, 안수증 등을 획득한 경우 고용주 이름, 주소, 고용기간 등을 폼에 비워두어야 하는데 오류메시지가
뜬다.
앞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슷한 이유로 노동허가서가 거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모든 자격이 노
동허가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거절되면 많은 시간과 돈이 낭비된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물거품이 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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