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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R Legal Weekly 
 

Immigration, Pensions and Employment 

 

April updates  
 

4월은 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달입니다. 이번 달에 있을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

습니다.  

 

이민법 

 Immigration Healthcare Surcharge 가 1년에 £200에서 £400으로 인상됩니

다.  

 다른 이민법 관련 신청서 수수료도 물가 상승을 반영하거나 그 이상으

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금 

 비과세 적용 금액이 2018년 4월 6일부터 £11,850로 인상됩니다.  

 확정 기여 제도 (예 : auto-enrolment 연금)의 최소 기여율은 고용주 기

여율 2 % 및 총 5 %로 인상됩니다.  

 2018/19 과세연도 auto enrolment 자격이 되는 급여의 개정된 최고 및 

최저 기준치,   earnings trigger와 qualifying earnings band 대략적 수치는 

2018년 4월 6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qualifying earnings의 개정된 기

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 기준치 : £6,032 (인상 전 £5,876) 

 최고 기준치 : £46,350 (인상 후 £45,000) 

 

고용법 

 2018년 4월 6일부터 고용 계약 종료시 피고용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 방법이 복잡해지며 결론적으로 과세

금액도 인상됩니다. 즉 고용주에게 합의금으로 드는 비용이 높아질 것입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 대상의 국민 생활 임금이 시간당 £7.83으로, 21-24세 대

상의 국가 최저 임금이 £7.38으로, 18-20세 대상의 국가 최저 임금이 £5.90으로, 18세 미만 대상

의 국가 최저 임금이 £4.20으로, 견습생의 국가 최저 임금이 £3.70으로 인상됩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법정 모성 급여, 법정 부성 급여, 법정 입양 및 법정 공유 부모 급여

가 주당 £140.98에서 £145.18으로 인상됩니다.  

 2018년 4월 6일 법정 병가 급여가 주당 £89.35으로부터 £92.05으로 인상됩니다.  

 다음 성별임금격차 보고를 위한 평가일이 2018년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당일 2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보고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If you would like any further information about any of the above, please contact 
one of our lawyers. Thomas Miles 

Solicitor/Head of Legal 
E: thomas.miles@3hr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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