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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S Newsflash 
 

IMMIGRATION – VISA CENTRES BEGINNING TO OPEN 
  

지난 2020년 5월 26일, 영국 정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영국 전역의 Biometric and Visa Service Centre를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센터들은 정부 현 지침과 사회적 거리에 대한 조언에 따라 재개를 

준비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재개 후 첫 번째로 처리될 티어는 2020년 3 월부터 시작된 봉쇄 제한으로 인해 비자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 비자센터 

방문예약이 확정된 신청 건입니다. 홈오피스와 비자 서비스 제공 기관인 Sopra Steria는 관련 신청자들에게 비자 센

터 재예약 방법에 대한 이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서비스가 중단되기 이

전에 예약을 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번 티어에서는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의 첫 단계 신청자의 예약건이 모두 처리 완료되면 홈오피스는 비

자 신청은 완료했지만 봉쇄 제한으로 인해 예약을 신청할 기회가 없었던 신청자를 

고려하여 다음 티어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는 희소식으로, 우리는 적어도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비자 신청을 어

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국 외 지역의 비자 센터와 관련하여, 정부는 해외 비자 센터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2020년 6월 1일부터는 일

부 센터를 재개할 예정이며, 위에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신청자의 예약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다음, 신청 완

료 상태로만 보류 중이던 지원자들의 센터 예약을 진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 현지 여건 상 허용되는 곳

에서만 비자 센터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지원 국가의 특정 센터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는 아래 세부 정보를 사용하십

시오. 

 

• 유럽,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uk.tslcontact.com 

• 그 외 다른 모든 국가 : vfsglobal.co.uk 

 

일부 해외 센터는 다시 센터를 개방하기에 안전하다고 간주할 때까지 폐쇄 상태로 유지됩니다. 추가 업데이트를 받

는 즉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비자신청을 고려중이라면,  추가 지연을 피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실행에 옮

기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비자신청 처리에 대한 홈오피스의 초기 공지는 ‘선착순’이므로, 신청서를 

빨리 제출할 수록 관련 개인 및 비즈니스의 연속성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3CS 이민법 팀에 문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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