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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Changes on usage of the ePassport gates  
 

 

지난 2019년 3월 발송한 저희 3HR 뉴스레터에서는, 2019년 3월 14일 Home Office가 2019년 6월부터 한

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미국인 자격을 갖춘 승객들은 영국 공항과 브뤼셀 및 파리 유

로스타 터미널에서 전자여권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Home Office는 이 계획의 시행일자를 좀 더 일찍 앞당기기로 결정했으며, 2019 년 5월 20일부터 한국, 호

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등 7개국의 여권소지자가 전자여권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올바른 보안검사를 유지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승객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자여권 게이트는 여권에 기록된 

디지털 이미지와 승객의 얼굴을 비교하는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덧붙여 영국 정부는 비EEA 출신 여행자들이 영국에 입국할 때 

입국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 더 효율적인 입국을 기하고, 입

국심사로 인한 지연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Home Office는 입국허가 비자를 발행할 때 스티커 비네트를 발급할 필요성을 없애고 BRP 카드와 유

사한 것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곧 새로운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

운 발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Home Office가 관련 예정표 및 시행일을 발표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

다. 

 

한편, 상기의 희소식과는 반대로, 안타깝게도 Home Office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입국허가를 처리하는 시

간은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9 월 학기 시작 날짜에 대비하여 학생 지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일각

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최근 Priority 서비스 신청 건을 처리하는 것 조차도 몇 주가 걸리고 있

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비자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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