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 학년도 대학교 입학용 유학비자 신청 안내문
신청 기간: 2021 년 8 월 16 일 ~ 10 월 29 일
신청 자격: 이미 가입학 신청을 마친 학생만 비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본대사관 홈페이지 Prenot@mi (대학교 가입학비자 선택)을 통해 예약

-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대사관을 직접 방문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

구비서류: 아래 표 순서대로 제출

1

비자 신청서

첨부된 신청서 양식 사용

2

사진 1 매

6 개월 이내 촬영, 하얀 바탕의 여권용, 신청서에 부착

3

여권원본 + 여권 사본 1 부

여권 서명 후 복사 (신청서 서명과 여권 서명 일치해야)

4

왕복 항공권: 이티켓 사본 또는

비자 발급/입국 후 절차를 참고 요망

예약확인서
5

숙소관련서류

상세설명 1 확인

6

건강보험 관련서류

상세설명 2 확인

7

영문은행잔액증명서

신청인 본인 명의
최소 5,983.64 유로 또는 이탈리아 국가 장학금 취득 증명서 +
귀국 항공편 (편도일 경우 1,000 유로 추가)

8

국문 기본증명서 1 부 (3 개월 이내 발급)

9

영문 주민등록 초본 1 부 (3 개월 이내 발급)

10

이탈리아 대학교 입학증명서 혹은
PRE-ACCEPTANCE LETTER

이미 입학이 된 지원자 혹은 명시된 서류가 준비된 사람만 제출

11

온라인 가입학 접수 증명 서류

Universitaly 사이트에서 출력

1

비자 발급/입국 후 절차
A – 비자 발급과 수령
신청 기간: 2021 년 8 월 16 일 ~ 10 월 29 일
대학입학용 비자는 단 한번만 발급되지만 시험에 합격하여 대학에 등록하면 체류허가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각 대학교/음악원/미술원이 대사관으로 보낸 응시자 리스트에 나오는 지원자에게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B – 체류허가증
-

체류허가증 발급신청: 지원자는 이탈리아에 입국한 날로부터 근무일 수 8 일 이내에 우체국에 가서
본인이 거주하고자하는 도시 경찰서 (Questura)로 첫번째 체류허가증 (primo permesso di soggiorno)
발급신청서를 송부해야합니다.

-

체류허가증 연장: 합격시 체류허가증 만료하기 최소 60 일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불합격시에는 비자 만료전에 반드시 이탈리아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COVID19 로 인해 자가격리 후 신청하십시오.

C -입학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참하고 가야하는 서류
–

시험일에 비자 또는 체류 허가증 (또는 영수증)지참하십시오.

참고 사항
-

이탈리아어 시험 장소와 시간은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

비자 수령 시 받은 모든 서류는 입학시험 합격 후 대학에 제출하십시오.

2

상세설명 1 – 이탈리아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증명
다음 서류 중 하나 제출

A. 일반 숙소 예약 시

호텔 / Residence 예약서
예정 입국일 부터 1 달동안 유효한 호텔 예약
Dichiarazione di Alloggio

B. 학교 숙소 이용 시

대학교에서 기숙사 등 숙소를 제공한다는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사본

C. 본인이 직접 임대 계약 시

+ 집주인 신분증과 집주인의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증명서류 모두

D. 제 3 자가 숙소 제공 시

비자신청인의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이탈리아인 또는 이탈리아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이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1) 숙소를 제공하는 자가 직접 작성한 Dichiarazione di Garanzia e/o
alloggio (서식 첨부)
2) 숙소를 제공하는 자의 신분증
- 이탈리아인인 경우: 여권 또는 Carta d’identità 사본
- 외국인인 경우: 신분증과 이탈리아 체류허가증 (permesso di soggiorno)
사본
3) 숙소를 제공하는 자의 부동산 서류
- 집주인인 경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자인 경우: 임대 계약서 사본, 집 소유자의 허가서 (atto di assenso),
집주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 (Carta d’identità) 사본

3

상세설명 2 – 건강보험
A.

비자를 받은 후 이탈리아에 입국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영문 해외 여행 보험 증서

1

(Overseas Travel Insurance) 사본

- 입국일로부터 2 주간 쉥겐국가 어디에서나 유효한 보험
- 질병+입원 시, 이탈리아에서의 치료비 모두 합하여 30,000 유로
이상 보장
- 해외 여행보험은 어떤 보험회사든 무관

2
건강보험 책임진술서
(DICHIARAZIONE
D'IMPEGNO PER
L'ASSICURAZIONE
SANITARIA)

-

첨부파일 작성

이미 이탈리아 유학 보험에 가입한 경우

B.
1

가입증서

2

납부 영수증

주의) 이탈리아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
-

이탈리아 국립보험공사인 INA 보험 또는 다른 이탈리아 보험 회사에서 신청 가능

-

유학 기간 동안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외래 치료 또는 응급 입원치료 시 무제한으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건강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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