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F 5 11)
SPECIAL TALENT (F 5 11)
신청요건 / ELIGIBILITY: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과학분야]
수상경력,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논문게재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 실적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경영분야]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의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대한상공회의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또는 전국 경제인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ultinational Managers or
Executives)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국내 지사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교육분야]
•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논문 게재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실적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문화예술분야]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예술가, 감독, 성악가 등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체육분야]
체육분야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 및 지도자와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 및 지도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A person that is recogniz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for his/her excellence in a specific field including
science, management, education, cultural arts and athletics.
In particular:
SCIENCE:
A person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on the basis of the awards
history, research publication or on the Science Technology Research Citation Index (SCI), or Research
results;
BUSINESS MANAGEMENT:
• A full-time director at a company with capitals over KRW 8,000,000,000 and more than 300 full time
employees, recommended by the head of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and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or the Korean Federation of Industries;
• A multinational manager or an executive who has worked at least one year at a company listed in
the 500 companies in the past 3 years (selected by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
US, or ECONOMIST UK) and who is working at a Korean branch as an executive;
EDUCATION:
• A person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n the basis of
research publications on SSCI (Social Science Research Citation Index) or A.HCI (Arts and Humanity
Research Citation Index) and on the basis of research achievements;

•

A person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s full-time lecturer
or higher at a community college or above;

CULTURE AND ARTS:
An internationally famous artist, director, or singer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PORTS:
An athlete or a coach who has won a bronze medal or above at an international athletic competition
equivalent to the Olympic, Word Championship, Asian Game and others. Soccer players and coaches
who have finished in the top 16 at the World Cup Game and are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Korea.

특정능력으로 영주자격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신청인은 비자신청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very applicant who requests a permanent residence visa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as Special
Talent can apply through the Visa Application Center.
Note that the Korean Diplomatic mission or the Immigration Office can ask for additional
documents.

담당자 작성 / FOR THE STAFF TO FILL:
신청인 성명 / Applicant’s Full Name
여권번호 / Passport Number
전화번호 / Telephone Number
이메일주소 / Email Address
예약고유번호 / Appointment Unique Reference Number
신청일자 / Date

공통서류 / COMMON DOCUMENTS

예/Y

아니오/N

비고 / REMARKS

예/Y

아니오/N

비고 / REMARKS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신청할 사증 만료기간까지 유효한 여권 및 여권
개인정보 페이지 사본
Passport with validity at least till the expiry of
the requested visa and one copy of the biopage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x4.5 cm 사진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사유서
Personal Statements
소득관련 입증서류
Documents proving annual incomes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입증서류
Documents proving publication of research
papers in prominent journals, such as SCI;
OR
Documents proving research achievements
신원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학위증
또는
각종자료 (해당분야 수상경력, 경력증명서)
Degree Certificate;
OR
Other documents proving awards history and
career experience
고유서류 / SPECIFIC DOCUMENTS

과학분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추천서

SCIENCE:
Recommendation letter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for Science

교육분야 :
교육부장관의 추천서

EDUCATION:
Recommendation letter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경영분야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 연합회 또는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추천서

BUSINESS MANAGEMENT:
Recommendation letter from the head of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r the Korean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or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y

FORTUNE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종사
임직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BUSINESS MANAGEMENT AT 500
FORTUNE COMPANIES:
Proof of employment;
OR
Certificate of career

문화체육분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서

CULTURE AND SPORTS:
Recommendation letter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담당자 서명 / Signature of the Officer

신청인 서명 / Signature of the Applic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