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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 International Visas  
 
Visa Applications – Global Expatriates 
 
저희 이민법 팀이 Legal 500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영국 정부의 DIT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에 해외기업을 위한 고문으로 등록되었으며, 또한 이제는 World Link 

for Law의 회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WLL은 설립된 지 30년 이상 된 

국제 로펌 네트워크로서, 전세계 50개국, 70개의 로펌, 70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3CS의 강화된 국제 협력관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이제 저희 파트너사를 통해 고객사에게 전 세계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으며 3CS팀이 지금까지 제공해 왔

던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업무 소요시간 또한 동일하게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계 어느 국가의 비자라도 비자 지원자의 현 소재와 상관없이 WLL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

다. WLL의 회원으로서 비자 관련 전문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로펌을 연결해드리며, 요청하실 경우 

언어 지원과 대규모 글로벌 이민 계획을 위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또한 제공합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리스트 제공 

 비자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서류 검토 

 Client questionnaire 제공 

 비자 신청서 작성 

 신청서 온라인 제출 및 비자센터 예약 

 유관 기관에 서류 전달 

 비자센터 방문 가이드라인 

 비자 수령 및 검수, 전달 

 언어 지원 –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광동어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immigration@3cslondon.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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