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비자 신청 절차에 관한 변경 안내

(2018 년 05 월 07 일 기준) *최신 개정사항

최근 몰타 “일시 체류 허가” (학생 비자)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이 일부 변경 되어 안내 드립니다.
비자의 명칭이 Schengen visa 로 변경 됨/ 1 년 이상은 신청 불가하며, 1 년 이상 신청은 변경전에 담당하였던 immigration 에서
resident permit 을 받게 됩니다.
** 비자 신청 자격: 코스는 16 주 이상 신청하여야 비자 신청 가능 (방학 포함 시 18 주)
1. 신청 시 구비 서류: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여권 사본(*빈 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페이지 - 학교에서 요청 시 일정 비용 납부) 및 원본 (비자 신청 시 여권 제출, 비자
발급 시 여권에 stamp 찍어 전달)
증명 사진 2 장
학생 본인 명의의 은행 잔고 증명서 (영문 원본 1 부, 사본 1 부)
o 반드시 유로화 금액이 명시된 은행 잔고 증명서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o 총 몰타 체류기간을 하루당 48 유로(개인 숙소 이용 시)/ 25 유로(EC 숙소 이용 시)로 계산된 금액 이상 이어야 하며,
한국에서 거래하는 은행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o 비용 계산은 한국에서 잔고 발급일부터, 몰타에서 학업을 마친 후 몰타는 떠나는 날까지 카운트 합니다. 즉, 잔고를
미리 발급 할 경우, 그만큼 잔고의 금액이 추가 됩니다.
o 해당 은행 잔고 증명서의 국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카드 제시, 앞뒤면 복사 1 부) 현지 도착 후 해당 국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을 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 사용이 가능한 국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잔고 증명서와 동일 한 계좌의 카드여야 하며, 부모님의 잔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 통장당 카드를 2 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 준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문보험증명서 (원본 1 부, 사본 1 부) (*기존에 요구되었던 여권번호는 포함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문보험 약관에는
해외에서 커버가 되는 보험 내용(최소 보상 한도€30,000)이 유로화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한국 내에서 커버가 되는
보험 내용(in Korea 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수업 종료 이후, Malta 를 아웃하는 항공권
<몰타 입국 후 준비하셔야 할 서류>
한국에서 준비해온 국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몰타 현지 ATM 에서 현금 200 유로 이상 인출을 한 영수증
스쿨레터 (LOA) (원본 1 부, 사본 1 부) 비자 신청을 위한 LOA 는 도착 후 EC Malta 학교에서 발급 되며, 사전에
Admissions 에서는 발급 되지 않습니다.
o 방학을 고려 하는 학생들은 LOA 발급 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방학 기간 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o 숙소 확인서는 방학 기간 까지 반드시 커버되어야 합니다. EC 숙소를 이용 하는 학생의 경우, 방학 기간 동안 숙소를
이용 하지 않더라도 비용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Schengen 비자 신청 서류 (Application for Schengen Visa) - EC Malta 리셉션에서 서류를 받으실 있습니다.
현금 66 유로 + Feltom 10 유로
숙소 확인서 (영문 1 부/사본 접수 가능)

o
o

EC 숙소가 아닌, 개인 숙소의 학생은 집 계약서와 집주인의 ID, 대사관 양식의 집계약서 양식 개인 숙소를 이용하여,
비자 신청 하는 경우, EC 에서는 개인 숙소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 제공 및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숙소의 계약 기간은 몰타를 떠나는 날까지 모두 커버되어야 합니다.

2. 비자의 정보 변경
- 비자 발급 후, 코스 단축 및 숙소 정보 변경 (EC 내의 옵션 중에 변경은 상관 없음)은 비자를 재 신청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를 받은 후 EC 숙소에서 개인 숙소로 이동을 할 경우 모든 구비 서류를 재 준비하여,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는 코스를 단축하여, 쉔겐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코스 단축 즉시,
이민성에 통보 되어 비자의 기간 또한 단축 됩니다.
3. 비자의 연장 비자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최소 4 주의 학업 코스를 연장하여, 비자 신청해야합니다.
4. 신청 시기
**몰타 입국 후 3 주 이후 신청 가능.
비자 신청 이후 이민성에서 각 학교로 도착 후의 Attendance rate 를 요청하며, 이 출석율은 비자 발급에 중요한
기준이며, 발급 이후에도 출석률은 비자 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75% 이상을 항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신 서류와 작성된 비자 신청서를 EC Malta 리셉션 담당 직원 분께 제출하시면 담당자 분께서
모든 서류 체크와 함께 FELTOM 어학원 연합 또는 Central Visa Unit 에 방문 일정을 안내 합니다.
Central Visa Unit 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만 오전 9 시부터 12 시까지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6. 발급기간:
비자 신청 후 비자수령(Schengen ID Card) 기간은 Central Visa Unit 신청하신 날짜로부터 약 3-4 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여름 같은 성수기 기간은 최장 8 주를 예상하여야 합니다.
*학생 분께서 EC 학교 또는 FELTOM 비자 대행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비자 신청을 하셨을 시,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Students Working in Malta
최근 변경 사항인 주당 20 시간 part-time job 은 학생 비자를 발급 받은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 자리 구하기
Jobsplus 를 통하여 employment licence 신청
신청 비용 EUR 230
발급 기간: 4-6 주
쉥겐 기간 90 일이 지난 시점인 91 일차부터 일 시작 가능
유효기간: 학업 비자 종료일까지
• Valletta 몰타 이민국 주소 : Central Visa Unit Pjazza San Kalcidonju Floriana FRN 1530 Malta
* Valletta 버스 터미널에서 몰타 이민국까지 약 도보 10 분

문의:
Admissions: 박희경 heekyeongpark@ecenglish.com/ 유성훈 SunghoonYoo@ecenglish.com
Sales: 강희룡 harrykang@ececnglis.com/ 이창훈 Changhoonlee@ecenglis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