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공인 이민 자문사

전문 자격 기준
뉴질랜드 공인 이민 자문사는 이민 자문사 직무 능력 기준을 충족했으며, 소정의 직무 규범을
준수하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자문을 받을 뉴질랜드 이민 자문사는 이민 자문사 관리청(이하 ‘관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 면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인 자문사 명단을 확인하려거나
어떤 부류의 사람이 인가 면제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관리청 웹사이트 www.iaa.govt.nz를
참조하십시오.
공인 이민 자문사 직무 규범

이민 자문사 관리청은:

직무 규범이 있음으로 해서 공인 이민 자문사는:

›

오직 적격자만 이민 자문 인가를 받도록 조치합니다.

›

인가를 받았다는 증빙 문서를 보여줍니다.

›

›

정직하고 전문성이 있으며 성실, 정중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인의 열람을 위해 공인 이민 자문사 명부를
비치합니다.

›

›

주의 의무를 준수하고 시간에 맞게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공인 자문사의 직무 능력 기준과 직무 규범을
개발하고 관리합니다.

›

›

객관적인 자문을 하게 됩니다.

›

수령할 커미션을 포함해 여하한 이해 상충을
의뢰인에게 밝히고 계속 이민 수속을 대행해도
되는지 승인을 구하게 됩니다.

인가자나 인가 면제자가 아닌 사람이 이민 자문을
하는 행위를 비롯해 이민 자문사 인가법 2007
에 따른 위반 사항을 조사해 강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공 서비스와 수수료를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해 서명하게 합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

수수료가 어떤 일과 관련된 것인지 빠짐 없이
기재한 청구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

언제 이민 신청서를 접수했는지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 후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제때에
통지하게 됩니다.

›

의뢰인의 개인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안전한
방식으로 되돌려주게 됩니다.

공인 이민 자문사와의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먼저 해당 자문사와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관리청으로 문의하십시오.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비자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공인 이민 자문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될 경우
이 문제를 이민 자문사 민원•징계 심판소에 이첩합니다.
심판소는 해당 민원을 심의해 응분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청은 이민 희망자의 비자 신청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세한 정보 및 다음 자료는 www.iaa.govt.nz 참조:
•

공인 이민 자문사 직무 규범

관리청 연락처
info@iaa.govt.nz 		
www.iaa.govt.nz		

CLICK ON

MB14069 03/17 KOREAN

인가 받은 전문가 보호 받는 이주자

0508 422 422
+64 9 925 3838
www.iaa.govt.nz에서 다음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특정
자문사의 인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