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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S Newsflash 
 

Entry Clearance 기간 연장 

 

현재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영국 입국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은 30일 간 유효한 입국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에 영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신청자들의 입국 비자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

을 수 있습니다. 

 

홈오피스는 새로운 입국 예정 날짜를 반영하여 입국 비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올

해 안에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도록 확정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청구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한 국가의 비자센터가 재개하지 전까지는 입국 비자 

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뉴스레터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여전히 모든 센터가 

문을 닫은 상태이며 언제 다시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업데이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비자 연장 및 전환 제도 

 

홈오피스는 영국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현재의 비자 연장 제도를 2020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영국 비자가 만료되는 이민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민자들은 홈오피스

에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비자는 

7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이 제도의 이전 공지에서 이미 비자를 연장한 이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전 

공지에서는 5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비자가 만료 된 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며 (5 월 31 일까지 연장가능

하게 함), 7 월 말까지 이 제도를 계속 지속함으로써 현재 국가 이동이 불가능한 이민자들이 비자 관련법을 위반

하지 않고 영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홈오피스는 이민자들이 영국을 떠나지 않고 장기 영국 비자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조 제도의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국을 떠나서 특정 비자에 대한 입국 허가를 신청해야하는 이민자

(예: Tier 5 YMS 비자 신청자가 Tier 2 General 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통상적으로 영국 내에서 신청은 불가능했

으며 반드시 영국 외 국가에서 신청해야 했습니다.)도 영국 내에서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자 전환 제도는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비자가 만료되는 사람들

에게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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