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상세 설명 (****): 이탈리아 이민법 즉 비자법에 의하면 이 비자신청인은
이탈리아에서 이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자국에서 정규학교나
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를 참조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탈리아어 수강증명서도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 분은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수료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
고등학교에서 과정을 이수한 분은 영문 고교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수료 증명서
2)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전공 관련 분야 자격증
3) 학점은행제에 따라 학점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 (국가평생교육원으로
문의해보셔요)
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발급한 영문 증명서
5) 사설관인학원에서 공부한 분은
관인학원은 우리나라 교육청등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므로 관인학원에서 공부한 것에 대한
등명서는 구비서류로 대사관이 인정해 드립니다.

a. 학원의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원 (최근에 발급된 것)
b. 교육청 또는 노동청 또는 문화관광부가 발급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본 /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등(한글도 좋음)
c. 영문 학원 수료증명서 또는 한글 수료증명서와 이탈리아어 번역문
d. 과정 이수기간, 총 수업시간, 과목명, 성적 등이 명시된 성적표 (한글도 좋음)
6)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은:
a. 재직증명서 (소속부서와 직무가 명시된 것)
b.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c. 회사의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원
7) 기타 공식 기관이 발행한 서류
지금까지의 전공이나 경력이 이탈리아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과정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 다른 분야라면 기초과정은 이수하신
다음에 비자를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모든 판단이나 결정은 비자 담당관이
합니다.

(이탈리아의 어학원에서 단기간 기초과정을 이수한 경우)
얼마전 부터 한국인의 경우 90 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여 언어연수를할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이 아닌 이탈리아의 어학원에서
기초과정을 이수하고 오시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사설어학원이 발급한 수강증명서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그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어학원이 존재하는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기초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학비자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학원이 존재하는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로 아래의 두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1) Certificato di iscrizione alla C.C.I.A.A.
2) Modello di Pagamento: tasse, imposte, sanzioni ed altre entrate
대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준 적이 있는 사설 어학원들은 위의 두 서류를 이미 제출하여
확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준 적이 없는 사설어학원에서
발급한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는 비자 신창자께는 위의 두서류를 추가로 요청드릴
것입니다.

(이탈리아어 개인교습을 받은 경우)
1) 이탈리아어를가르치신 분의 이탈리아어를 가르치실 만한 학력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이탈리아어로 발급된 수강 증명서 (수업 기간, 주당 수업시간수가 명시된 것)
3) 선생님의 여권사본 (서명 후 복사한 것)
을 갖추어 오셔서 영사과 직원 앞에서 서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같습니다.
오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수강증명서를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 (대리인을 통한
것은 안됩니다.) 하시고 서명공증을 받아오시면 될것입니다.
이렇게 해오셔도 비자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터뷰를 할 수 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