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키 크롬로프, 2017년 4월

체스키 크롬로프에서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이드들을 위한 안내
해당 사업은 체코 법령 455/1991에 따라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체코 경제통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 서비스는 자격이 부여된 무역으로 간주되며 자체적 이익 추구가 목적이고 이에 책임지는
독립적인 형태로 진행됩니다. 가이드 서비스는 또한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고용주가 고용한 고용인에 의해
진행됩니다.
가이드 서비스는 (여행 산업) , 71번의 자유 무역 : 무역관련법 1~3에 명기되지 않은 제조, 무역 서비스에
포함된 면허 교역입니다.
체코내에서 합법적인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래 설명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체스키 크룸로프 시에서는 가이드가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Act 255/2012 (검사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은 검사법에 따라
검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피검사자가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용인이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검사관은 검사관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을 확인합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또는 중국어를 구사하는 통역사를 동반하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는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검사 보고서의 사본은 검사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0,000 크로나
(CZK)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 경범죄 또는 뇌물죄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가이드
서비스가 아닐 경우 최대 500,000 CZK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 15분 정도 소요되며 빠르고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아래의 문서를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체코 시민을 증명하거나 체코에 거주하는 유럽 연합 시민 증명
신분증
체코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증
2 - 유럽 연합 시민의 경우 체코내에서 일시적 가이드 서비스를 할 경우
신분증
체코내 사업자등록증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는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자 등록증
3 - 유럽 연합 이외 국가의 시민
체코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증명하는 신분증 (비자)
체코내 사업자 등록증
4 - 직원
신분증
재직증명서
고용인의 체코내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용인 국가에서 허가받은 동등한 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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