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5 월 12 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세종  

 

유명희 본부장 귀하, 

 

본인은 부속서 11-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추가하여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의 이스라엘에서의 체류를 63 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요청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오늘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의 

제 11 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이스라엘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국인 전문가에게 발급되는 B/1 비자 및 취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63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기 위한 신청을 검토하는 데에, 1952 년 이스라엘 입국법 제 3a 절제 c1 항과 

같이, 특히 다음의 상황이 추천 위원회에 의하여 고려될 것입니다. 

 

가.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고, 그러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한 기관의 신원과 기여 

 

나. 외국인 전문가의 자격, 고용기관에서 외국인 전문가의 지위에 관한 특정 

사항, 이스라엘의 요청기관에 의한 외국인 전문가의 지속적인 고용의 

중요성  

 

다. 이스라엘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전문가의 국적의 국민의 수 및 외국인 

전문가가 이스라엘에 영구 정착할 의사가 없다는 표시 

 

외국인 전문가의 체류 및 고용을 63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기 위한 신청이 

이스라엘 경제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기초하는 경우, 위원회는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이 양국 간 무역 관계와 기업인의 이동의 중요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고용기관 및 외국인 전문가의 



 

기여에 대한 추가적인 긍정적 표시로서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장을 포함하는 위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의 존재도 고려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귀하 및 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고대합니다.  

 

 

 

 

아미르 페레츠 

경제산업부 장관  

이스라엘 예루살렘 

 

  



 

2021 년 5 월 12 일  

 

아미르 페레츠  

경제산업부 장관  

이스라엘 예루살렘 

 

페레츠 장관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늘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부속서 11-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추가하여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의 이스라엘에서의 체류를 63 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요청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오늘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의 제 11 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이스라엘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국인 전문가에게 발급되는 B/1 비자 및 취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63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기 위한 신청을 검토하는 데에, 1952 년 이스라엘 입국법 

제 3a 절제 c1 항과 같이, 특히 다음의 상황이 추천 위원회에 의하여 고려될 것입니다. 

 

가.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고, 그러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한 기관의 신원과 기여 

 

나. 외국인 전문가의 자격, 고용기관에서 외국인 전문가의 지위에 관한 특정 

사항, 이스라엘의 요청기관에 의한 외국인 전문가의 지속적인 고용의 

중요성  

 

다. 이스라엘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전문가의 국적의 국민의 수 및 외국인 

전문가가 이스라엘에 영구 정착할 의사가 없다는 표시 

 



 

외국인 전문가의 체류 및 고용을 63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기 위한 신청이 

이스라엘 경제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기초하는 경우, 위원회는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이 양국 간 무역 관계와 기업인의 이동의 중요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고용기관 및 외국인 

전문가의 기여에 대한 추가적인 긍정적 표시로서 기업인의 이동에 관한 장을 포함하는 

위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의 존재도 고려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귀하 및 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고대합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