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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R Legal Weekly 
 

Immigration  
 

Recent Changes to the Immigration Rules including fees update 
 

2019년 3월 Home Office에서 발표한 이민 규정의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Home Office 발표에 따르면, 3월 30일부

터 포인트 기반 시스템(Point Based system)의 현 Tier 1 (Graduate Entrepreneur) 비자와 Tier 1 Entrepreneur 비자는 폐지됩니다. 

대신 Home Office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2개를 도입했습니다. Tier 1 (Graduate Entrepreneur) 비자는 'Start-up 

category’로, Tier 1 (Entrepreneur) 비자는 'Innovator category'로 각각 대체됩니다. Start-up 비자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 Innovator 비자의 경우는 비즈니스에 투자가 가능한 경험이 풍부한 사업가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두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이민 규정의 Appendix W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새로운 카테고리가 더 이상 포인트 기반 시스템의 일부를 따르

지 않으며, 포인트 평가표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자신청자는 이제 비자 신청 승인 이전에 

사업 아이디어를 평가받기 위해 Home Office보다는 보증 기관 및 비즈니스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또한 Home Office는 Tier 1 (Investor) 비자에 관한 개혁안의 시행을 앞당겼는데, 비자신청자는 90일 

동안 또는 자금의 출처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적어도 2년 동안 최소 2백만 파운드의 자금을 융

통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기의 변경은 2019년 3월 30일부터 유효합니다. 

 

2019년 3월 30일부터 현재 유효한 다른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Out of country 용 Priority Visa (선택) 비용 인상 - Non Settlement, General Services 부문 £212에서 £220로 인상 

 In country 용 Super Priority service(£610에서 £800로 인상) 및 Priority Service (£477에서 £500로 인상) 

 

Home Office는 스폰서십 제도는 수수료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제안했으며(2015년 4월 이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됨), 다른 이민 카테

고리의 모든 기타 수수료는 단기 및 장기 방문 비자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비율로 유지될 것입니다. 단기 및 장기 방문 비자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은 요율로 인상될 것입니다: 

 

 6개월 단기 방문 비자는 £93에서 £95로 인상 

 2년 장기 방문 비자는 £350에서 £361로 인상 

 5년 장기 방문 비자는 £636에서 £655로 인상 

 10년 장기 방문 비자는 £798에서 £822 인상 

 

Home Office는 2019년 3월 14일 발표를 통해 2019년 6월부터 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미국에서 오는 승객들

은 영국공항과 브뤼셀, 파리 유로스타 터미널에서 전자여권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자여권 게

이트 확장과 동시에 비EEA 여행자용 입국신고서 폐지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f you have any queries or require any assistance with any immigration matter, please contact us 
using the details below. 

 

Samuel Njogu 
Solicitor 
E: samuel.njogu@3hrcs.com 

12 April 2019 No. 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