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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Business Closure - things to consider Part 1 

안타깝게도 요즈음 ‘사업 종료(Business Closure)’가 화두가 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제조업과 소매업은 지난 12개월 동안 Marks 

and Spencer와 House of Fraser와 같은 대기업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점포 폐쇄를 겪었습니다. 비즈니스 또는 비즈니스의 일부를 종결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상업 계약, 고용 계약 및 부동산 계약을 처리해야 하며, 어디서부터 어

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Commercial Law 

회사는 사업을 마무리 짓기 전 최소한 3 개월 이전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모든 채무를 정산해야 하

며, 이사회가 현재 회사는 지불 능력이 있으며 향후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세무 당국과 함께해야 할 일, 즉 VAT, PAYE 및 법인세에 대한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일단 HM Revenue & Customs가 회사가 어떠한 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사회는 다양한 회사 회

의 과정, 지급 보증서 발급 및 사업 정리를 위한 최종 조치를 취할 청산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아직 처분

되지 않은 자산이 남아 있다면 처분되어야 하며 남은 현금은 주주들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Companies House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London Gazette에 공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회사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 회사

가 해산된다는 소식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는 한, 회사는 최종적으로 공식 등기에서 삭제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는 특히나 회사가 3개월 동안 거래하지 않았다는 요구를 충족해야 하고 세무당국과 여러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대안은 만약 회사가 앞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도 있다면 회사를 '휴면' 상태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간 사무실 유지와 

같은 제한된 금액으로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필요할 때 쉽게 활성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Immigration Law 

만약 회사가 영국에 있는 사무소를 폐쇄하고자 하며 현재 이주 근로자를 스폰서하고 있을 경우, 스폰서 라이센스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사

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스폰서 라이센스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Level 1 User 사용자 중 한 명이 스폰서십 관리 시스템 (Sponsorship 

Management System)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문서를 Home Office로 보내면 됩니다 (Authorising Officer가 서명해야 함). 스폰서 라이센스를 

반납하기 전 까지는 급여 지불 및 필요한 기록 보관과 같은 Sponsor로서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면 

Home Office에서 각 이주 근로자에게 보통 Letter of Curtailment를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Home Office는 스폰서십을 받은 이주 근로자가 영국을 떠

나거나 새로운 비자신청서를 작성하도록 60일 동안 영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를 포기함으로써 이주 근로자 스폰서를 중지하는 대신에, 스폰서를 해주고 있던 이주 근로자들을 먼저 영국 사무소에서 정리하는 것

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Tier 2 (ICT)의 경우 이는 단순히 영국 밖의 다른 계열사로 발령 내는 상황 일 수 있지만 Tier 2 (General)의 경우 정리해

고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이주 근로자들은 영국을 떠날 준비를 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 이

주 근로자의 스폰서를 중지하면 SMS를 통해 Home Office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센스를 양도하는 시점에 Level 1 user 한 명과 Authorising 

Officer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더 세심하게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

다. 

In part 2 we will discuss the key employment and property considerations for full or partial closures. 

If you require guidance and assistance with the shutting down of a business, please contact our commercial and immigration 
teams for advice. We can help you through the process from start to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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