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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R Legal Weekly 
 

Immigration 

 

Business Visitors 
 
개인 및 회사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비즈니스 방문객 (Business Visitors)입니다. 

 

이민법의 맥락에서 비즈니스 방문객은 사업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한 비 EU 국가 출신의 개인입니다. 그들은 방문하는 회사와 같은 회사의 직원일 수도 

있고 고객, 공급 업체, 박람회 등을 방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방문객은 한 번에 최대 6 개월 동안 영국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여권에 6 개월 체류분의 도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방문객이 Home Office에서 허용하는 제한된 활동만 수행하면서 영국에서 6 개월을 보내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업 

 특정 조직에 근무 

 사업 수립 또는 운영 

 인턴십 

 영업 활동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그러나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회의, 세미나, 인터뷰 참석 

 거래 및 계약 협상 및 서명 

 판촉 목적으로 무역 박람회에 참석 (직접 판매 불가) 

 현장 방문 및 검사 실시 

 해외 취업 정보 수집 

 

또한 방문객은 영국에 있는 그룹 회사를 위한 특정 내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활동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내부 감사 같은 경우, 다른 예외

들도 존재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허용되는 활동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회의 참석", "거래 협상", 그리고 "현장 방문 수행"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방문자와 해당 회사가 각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완벽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 

도착 시 매일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Home Office가 방문하는 경우, 회사는 방문

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Home Office에 그들이 허용된 활동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

어야 합니다. 

 

3HR은 귀사와 귀사의 방문객들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방문객 초대장 서식과 방문객 출석에 대한 기록 서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Home Office에 증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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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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