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2126-2 
QUEEN CITY LAW 

 

 

해외이민해외이민해외이민해외이민! 

 

국제화, 세계화라는 지구촌 시대에 더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강력한 교민사회의 

뿌리를 내린다면 이는 바로 대한민국 국력신장의 

발판이자 귀중한 해외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이민은 쉽지 않습니다. 

 

전 가족의 인생항로가 바뀔 수 있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식생활과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이 바뀌게 되고 이를 

극복하고 적응해 나아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한, 현지 사정과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인식 

된 상태라면 더욱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와  안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가족의 일을 다루듯 

신중을 기하고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립니다. 

 

뉴질랜드로 오십시요. 

저희가 그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목적목적목적목적 /  /  /  / 배경배경배경배경    

영주권 없이도 NZ 에서 사업을 하며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 비자 입니다. 일반 영주권과는 다르게 3 년 기간으로 승인이 되며 승인된 

사업을 2 년 동안 운영한 후 기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에서 실질적으로 영주권 신청 이전부터 사업을 시작하도록 권장하여 

최종적으로는 신규이민 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민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자격요건자격요건자격요건자격요건        

1. 성공적인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제출 

2. 충분한 사업 투자 자금 및 생활자금 

3. 건강 및 신원 조회  

4. 추진 사업과 신청자의 경력 연관성과 현지 시장에 대한 사업적 지식.  

5. 이민법에 부합되는 영어 능력 

    

사업계획서의사업계획서의사업계획서의사업계획서의    평가평가평가평가    기준기준기준기준        

1. 사업계획 :   30% 

2. 재정능력 :   25% 

3. 사업경력 :   25% 

4. 뉴질랜드 시장정보 : 20% 

    

비자비자비자비자    기간기간기간기간        

복수 3 년용 Work Visa/Work Permit 발급 

배우자에게도 같은 Work Visa/Permit 발급. 

(1 회에 걸쳐 3 년 연장가능)  

Long Term Business Visa 
장기사업비자장기사업비자장기사업비자장기사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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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어영어영어    능력능력능력능력    

 

주신청자의 기준은 IELTS 5.0 또는 주신청인의 영어 사용 환경/배경 여부를 검토 후  

이민관이 판단 가능함. 

    

승인승인승인승인    기간기간기간기간  

모든 신청서는 뉴질랜드의 수도인 웰링턴에 있는 이민성 본부에서 전담하며 접수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여 결과를 통보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청서 

구비 조건에 따라 다소 늦거나 빠를 수 있습니다. 

 

 
 

 

� 여권 - 가족 전체 - 사본 공증 후 돌려 드림 

 

� 경찰 신원 증명 (6 개월 이내) - 만 17 세 이상 신청자 모두 

 

� 전 가족 (신청자)의 여권 사진 각 4 매씩  

 

� 출생 증명서 (호적 등본) 

 

� 가족 관계 증명 (호적 등본, 주민등록 등본) 

 

� 신체 검사서 (3 개월 이내) - 만 12 세 이하는 X 레이 검사 제외 

 

� 이민 신청서 (APPLICATION FORM)  

 

� 사업 계획서 (BUSINESS PLAN) 

 

 

 

 

 

 

1. 1. 1. 1. 이력서이력서이력서이력서 /  /  /  / 자기자기자기자기    소개서소개서소개서소개서    

사업 계획서 중 신청자 경력을 소개하기 위해 신청자의 개인 이력 및 비즈니스 

경력을 적어 주십시오 (계획된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기위한 경력 연관성 

제시가 필요)    

    

상기 이력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 최종최종최종최종    학교학교학교학교    졸업졸업졸업졸업    증명증명증명증명        

 

기본기본기본기본 서류서류서류서류 

보충서류보충서류보충서류보충서류 



� 현재현재현재현재    회사회사회사회사    재직재직재직재직    증명서증명서증명서증명서 - 추진 사업 경영을 위한 예산 편성, 직원 관리, 재무 

관리 등등 사업 경영 (영문 번역시:management)을 위주로 한 전반적인 경력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경력경력경력경력    증명서증명서증명서증명서 - 상위와 마찬 가지로 실질 경영 능력을 보충해서 증명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자영업을 하신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자나 배우자가) 사업체의사업체의사업체의사업체의    손익손익손익손익    계산표계산표계산표계산표  - 

회계사를 통한 자료가 좋습니다 - 자영업 운영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함.  

 

� 회사회사회사회사    브로셔브로셔브로셔브로셔 혹은 자영업인 경우 사업체사업체사업체사업체    사진사진사진사진, 그리고 관련 사업체나 

고객으로부터 추천서추천서추천서추천서. 

 

� 각종각종각종각종    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 - 추진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모든 경험, 자격증, 학력 등  

 

� 추진 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기타 모든 자료 - 예) 가족이나 친척 중 추진 

사업 운영 경력이 있는 경우 추진 사업을 위해 운영 실습을 하고 있다는 등의 

추천서 혹은 거래처나 주변 사업 운영자로부터의 경력관련 추천서. 특히 

배우자의배우자의배우자의배우자의    경력이나경력이나경력이나경력이나    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 등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뉴질랜드 현지 시장에 대한 지식을 증명하기 위해 현지현지현지현지    답사답사답사답사    자료자료자료자료나 영어 학원 

등록 등도 도움이 됩니다. 

 

2. 투자자금투자자금투자자금투자자금    및및및및    생활자금생활자금생활자금생활자금    증명증명증명증명         

 

사업 계획서의 추진 사업을 성공리에 시작하고 또한 그 기간동안 전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은행은행은행은행    잔고잔고잔고잔고    증명증명증명증명 - 가급적 영문 

 

� 토지토지토지토지, , , , 건물건물건물건물    대장대장대장대장    등본등본등본등본 - 은행 잔고가 추진 사업을 위한 금액에 부족 할 시 

 

� 상위상위상위상위    부동산의부동산의부동산의부동산의    감정감정감정감정    평가평가평가평가 - 가급적 영문 

 

� 기타기타기타기타    재산재산재산재산 ( ( ( (예예예예:::: 주식, 보험, 채권, 전세 보증금, 퇴직금, 등등) 

 

� 소득세소득세소득세소득세    납세납세납세납세    증명증명증명증명 - 국세 혹은 회사 갑근세 납부 사실 증명원 

 

 

요점요점요점요점    정리정리정리정리 

 

 

장기사업비자 승인을 위한 기본 요점은 다음 3 가지라 하겠습니다. 

 

첫째첫째첫째첫째::::  기본 서류들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예: 신원 조회, 신체 검사  등 

 

둘째둘째둘째둘째::::  뉴질랜드에서 시작 / 구입하려는 사업 계획에 충분한 사업성 설명 과 

사실적인 손익 예상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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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셋째셋째셋째::::  신청자나 배우자의 경력과 경험이 추진 사업을 성공리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임을 피력하고 사업 시작과 가족 생활을 위한 자금이 여유롭게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넷째넷째넷째::::  현 이민법에 부합되는 영어 능력 

 

 

 

    

이민이민이민이민    담당팀담당팀담당팀담당팀    
 
 
Marcus N Beveridge 
Principal 
 
E-Mail:  marcus@queencitylaw.co.nz 
Direct Dial:  09 970 8817 
Mobile:  0274 877 332 

 
Stephen Chan 
Lawyer  
 
E-Mail:  stephen@queencitylaw.co.nz 
Direct Dial:  09 970 8810 
 
 

John Jon (전응철전응철전응철전응철)  

Senior Solicitor  
 
E-Mail:  john@queencitylaw.co.nz 
Direct Dial:  09 970 8829 
Mobile:  021 628 813  
 
 
 
 

 

Queen City Law 

P O Box 6908, Wellesley Street 

Telephone:  0-9-970 8810 

Facsimile:  0-9-970 8820 

DX CP24080 

 

 

 

 

 

 

 
면책면책면책면책    조항조항조항조항    

 

이 안내서는 Queen City Law 의 고객들과 관련 전문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그 내용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했으나, 만일의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착오나 누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안내서의 내용을 법률적인 

조언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특정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 바란다 



오른쪽오른쪽오른쪽오른쪽    빈칸에빈칸에빈칸에빈칸에    체크를체크를체크를체크를    하시어하시어하시어하시어    서류서류서류서류    준비를준비를준비를준비를    해해해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기본기본기본기본    서류서류서류서류            

가족가족가족가족    전체전체전체전체    여권여권여권여권     

경찰경찰경찰경찰    신원신원신원신원    증명증명증명증명 (17 (17 (17 (17 세세세세    이상이상이상이상    가족가족가족가족    모두모두모두모두))))     

여권여권여권여권    사진사진사진사진 4 4 4 4 매매매매         

호적호적호적호적    등본등본등본등본 &  &  &  & 주민주민주민주민    등록등록등록등록    등본등본등본등본     

신체신체신체신체    검사서검사서검사서검사서    ----    이민성이민성이민성이민성    지정지정지정지정    병원병원병원병원     

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  &  & 사업사업사업사업    계획서계획서계획서계획서    서명서명서명서명     

  

추가추가추가추가    보충보충보충보충    서류서류서류서류        

이력서이력서이력서이력서    혹은혹은혹은혹은    자기자기자기자기    소개서소개서소개서소개서    ----    배우자배우자배우자배우자    학학학학////경력이경력이경력이경력이    도움되는도움되는도움되는도움되는    경우경우경우경우    배우자의배우자의배우자의배우자의    

소개서소개서소개서소개서    
    

학력 증명서  

자영업자인자영업자인자영업자인자영업자인    경우경우경우경우        

사업자 등록증 혹은 폐업 사실 증명원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및 법인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필 증명원(최근 3년간)  

사업장에 관련된 사진, 명함, 상표, 제품사진, 사업장 팜플렛 (가능하면 

영문)이나 카타로그 등등 
 

주변 관련 업체로부터 추천서 및 사실 확인서  

회사에회사에회사에회사에    근무하신근무하신근무하신근무하신    경우경우경우경우     

재직 증명서 & 경력 증명서 혹은 사업자 등록증  

자격증 혹은 고용주로부터의 경력 추천서  

기타 관련 자료 - 회사 소개서, 브로셔, 사진 등  

배우자의배우자의배우자의배우자의    경력이경력이경력이경력이    추진추진추진추진    사업과사업과사업과사업과    연관성연관성연관성연관성    있는있는있는있는    경우경우경우경우    그그그그    경력경력경력경력    증명서도증명서도증명서도증명서도    도움이도움이도움이도움이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투자투자투자투자    자금자금자금자금    증명증명증명증명        

은행 잔고 증명  

토지, 건물 대장 증명 - 부동산 감정 평가서   

전세금, 주식, 증권, 연금 등의 기타 투자액 증명  

소득세 납부 증명  

기타기타기타기타    첨부첨부첨부첨부    서류서류서류서류: : : : 없어도없어도없어도없어도    괜찮으괜찮으괜찮으괜찮으나나나나    있으면있으면있으면있으면    도움이도움이도움이도움이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영어 학원 등록증  

친척이나 친구 중 추진 사업과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있는 경우 

운영 교육을 받는 다는 편지나 추천서. 
 

뉴질랜드에 아시는 분이 있는 경우 도움을 주시겠다는 편지  

뉴질랜드에 관한 시장 조사 자료 - 답사 중 사진, 명함, 메모 등등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