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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거주 허가증(접착성 라벨), 거주 카드 및 

영주권 카드 및 용지 형식인 대체 ID 는 2011 년 9 월 

1 일부터 신용 카드 형식인 전자 거주 

허가증(elektronischer Aufenthaltstitel – eAT)으로 

교체됩니다. 

비접촉식 칩이 내포된 해당 전자 거주 

허가증에는 생체 인식 기능(사진 및 두 개의 

지문), 부수적 조건(특별 요구사항) 및 개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칩을 

전자 신분증 및 공인 전자 서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EU 회원국에서는 전자 거주 허가증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 사항은 EU 규정((EC) No. 

1030/2002 및 (EC) No. 380/2008 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사용 목적은 EU(유럽 연합)의 거주 

허가증을 표준화, 문서와 문서 소지자의 결합 및 

생체 인식 데이터를 통한 오용을 방지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아와 어린이를 비롯한 

비회원국의 모든 거주자에 대해 해당 자체 전자 

거주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 

여권용 기존 거주 허가증 및 여권 대체 문서는 

2021 년 4 월 30 일 전까지 유효합니다. 
개요 

 2011 년 9 월 1 일 개론 

 기존 접착성 라벨 교체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비 회원국의 

거주자에 대한 거주 허가증 표준화 

 신용 카드 형식 

 비접촉식 칩이 포함된 카드 

 디지털 사진 및 지문을 통한 오용을 

방지하여 거주 허가증과 해당 

소지자에 대한 명백한 할당을 활성화 

 인터넷 및 컴퓨터의 트랜잭션에 대한 

전자 식별 기능 

 법적으로 디지털 문서의 서명을 

연결하기 위해 전자 서명 도입 

데이터 보안 

모든 정보 및 서명은 국제적으로 인증되고 

확정된 인코딩 방식으로 보호됩니다. 인증 

증명서를 통해 개인 관련 데이터에 액세스하도록 

허용된 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소지자는 공인 

사무소에서만 해당 액세스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생체 인식 기능  

해당 사진은 카드 몸체 및 칩 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지문은 6 살 이상의 

비회원국 관련 모든 거주자를 상대로 해당 거주 

허가증에 내포된 칩 위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인증 기관(예: 경찰, 이민 당국 및 

등기소)에서만 사진 및 지문의 액세스를 

인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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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항(특별 요구사항) 

부수적 조건들은 해당 칩 및 고유 보조적 시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조적 시트 참조” 고시가 카드 몸체에 

적용됩니다. 부수적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보조적 시트가 적용되고 해당 칩에 저장된 

데이터가 변경됩니다.  

공식 인증 기관에서만 부수적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식별 기능 

경제 및 행정 분야에 관련된 공급 자(예: 은행 

또는 공식 당국)에서 소지자가 전자 거주 

허가증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자체 신분을 

식별하도록 전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포털 관련 로그인, 양식 작성,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통한 연령 확인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국가 승인을 받은 공급자만이 해당 소지자의 

데이터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자는 6 자리 핀 번호를 적용한 개인 

데이터 관련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 공급자는 온라인 식별 기능을 

가증을 통해 공인 전자 서명에 대한 

사용할 경우, 생체 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 기능 

증명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거주 

허가증 소지자한테 법적 효력이 있는 디지털 

문서 서명 관련 옵션을 원하는 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이민 및 난민에 대한 연방 사무국) 

90343 Nuremberg(뉘른베르크) 

전자 거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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