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BAJADA DE ESPAÑA
SEÚL

RESIDENCIA POR TRASLADO INTRAEMPRESARIAL (CÓDIGO: TTI)
노동허가서 종류: Autorización de residencia y trabajo por traslado intraempresarial dictada por la Unidad de
Grandes Empresas y Colectivos Estratégicos del Ministerio de Empleo y Seguridad Social.
비자신청하기 전 주의사항


비자 신청 및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주한 스페인 대사관으로 방문해야 함. (가족동반비자 신청 시 가족도 대사관
방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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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도 준비해야 함.



서류상 문제가 없을 경우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5일 이상.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 (노동허가서와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1개월)



주한 스페인 대사관은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도 요청할 수 있음.
필요서류

1.
2.
3.
4.
5.
6.

7.

NATIONAL VISA APPLICATION FORM 신청서 영문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한 장.
유효기간 1년 이상 그리고 여권비자종이가 1장 이상 남아 있는 여권.
비자수수료: 홈페이지 PDF 파일 확인.
지방노동청이 발급한 노동 및 거주 허가서 원본.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허가서에는 RESIDENCIA POR TRASLADO INTRAEMPRESARIAL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스페인 현지 보험증서 또는 여행자보험가입증서 (여행자보험가입증서는 스페인 전체 체류기간 동안의 의료
서비스와 REPATRIATION (병으로 급히 귀국하는 경우를 위한 보장) 항목 포함에서 30,000€ 이상 보상되는
보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최근 5년 동안 체류 및 거주한 국가의 모든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지참. 소재지 경찰서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먼저 받고 스페인어로 번역한 후에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아야 함.
*만일 영문 발급 시,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됨.
가족동반 할 경우 (CÓDIGO: RFI)

1.

NATIONAL VISA APPLICATION FORM 신청서 영문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2.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한 장.

3.

유효기간 1년 이상 그리고 여권비자종이가 1장 이상 남아 있는 여권.

4.

비자수수료: 홈페이지 PDF 파일 확인.

5.

지방노동청이 발급한 가족동반 및 거주 허가서 원본.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허가서에는 AUTORIZACIÓN RESIDENCIA INICIAL PARA FAMILIARES DE…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6.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최근 5년 동안 체류 및 거주한 국가의 모든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지참. 소재지 경찰서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먼저 받고 스페인어로 번역한 후에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아야 함.

*만일 영문 발급 시,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됨.
7.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먼저 받아주시고 스페인어로 번역 그리고 공증받아야 함.

emb.seul.sc@maec.es
UPDATED: ENERO 2018

17, Hannam-daero 36-gil, Yongsan-Gu, Seúl, 04417
Tel: (82-2) 3785. 3574/ (82-2) 794. 3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