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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비자신청하기 전 주의사항
비자 신청 및 발급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주한 스페인 대사관으로 방문해야 함.
심사 결과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항공 티켓은 비자 발급 완료 후 진행 할 것.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일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되며 외국인
등록증의 기간 만료 전일 경우에만 비자 신청이 가능.
모든 서류는 영문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함.
비자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원본과 함께 복사본 (앞.뒤) 한 부도 준비해야 함.
서류상 문제가 없을 경우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25일 이상.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1개월)
주한 스페인 대사관은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도 요청할 수 있음.
필요서류

1.

유효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여권비자종이가 1장 이상 남아 있는 여권
Pasaporte con más de 180 días validez y al menos 1 página en blanco.

2.

NATIONAL VISA APPLICATION FORM 신청서 영문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Formulario de solicitud de visado Nacional debidamente cumplimentado y firmado en inglés o español.

3.

EX-09 신청서 (스페인어로 작성해야함.)
Formulario de solicitud EX-09 debidamente cumplimentado y firmado en español.

4.

TASA. MODELO 790 CODIGO 052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스페인어로만 작성.
Tasa Modelo 790 Codigo 052 debidamente cumplimentado y firmado en español.

5.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한 장
Una fotografía tamaño pasaporte con el fondo en blanco

6.

Registro de Entidades Religiosas 에서 발급한 스페인 교회 등록 증명서
Certificado de que la Iglesia o Confesión se encuentra inscrita en el Registro de Entidades Religiosas.

7.

스페인에서의 활동 내용과 숙식, 의료 지원과 본국 송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스페인 교회 초청장.
Carta de invitación de la Iglesia en España donde se acredite las funciones a realizar y se garantice el alojamiento,
manutención, asistencia sanitaria y repatriación.

8.

신청인과 한국 교회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스페인어로 번역 그리고 공증 받은 후 아포스티유 받아야 함.)
Certificado pertenencia a una Iglesia Coreana.

9.

건강진단서: 대사관에 등록된 병원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유효기간 1개월
Certificado médico expedido por alguno de los médicos acreditados por esta Sección Consular. Validez del
certificado: 1 mes.

10.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최근 5년 동안 체류한 국가의 모든 범죄경력조회서 지참. 소재지 경찰서에서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먼저 받고 스페인어로 번역한 후에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아야 함.
*만일 영문을 받으실 경우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됨.
Certificado de antecedentes penales en inglés, de los últimos 5 años, donde haya vivido al menos 6 meses,
apostillado. Validez del certificado: 3 meses.
11. 비자수수료: 홈페이지에 있는 수수료 PDF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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