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비자 
및 취업허가

2011년 1월1일 체코공화국내 외국인 거주에 관한 법 (법 제326호/1999
조)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주재국 외국인 거주 및 취업 관련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블루카드 – 고학력자 또는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자의 취업 및 거주 
지원에 관한 신규제도 도입
-- EU 시민권자가 아닌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직업 종사자에 대한 장기체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 블루카드 발급 신청은 해외 주재 체코 대표부 또는 예외적인 경우 체코 내무부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으며, 최소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서 및 당해 종사자의 고학력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 계약서에는 당해 종사자의 월급 또는 연봉이 체코 평균 임금의 1.5배 이상이 된다는 
조항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 체류기간은 최대 2년내에서 계약서상의 고용기간보다 3개월 길게 주어지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 동 제도 이용시 유럽 연합내 영주권 취득 또는 장기 체류 주재원 지위 취득이 보다 쉬우며,  
체코내 최소 체류기간 규정과 관계 없이 가족동반 목적의 비자 신청이 용이합니다.



기타 주요 변경 사항:
-- 2011년01월01일부터 체코내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사무소의 관할 

이전 및 신청장소 변경 (외국인 경찰에서 내무부로 이전)
-- 외국인이 소속되는 관할 지역 변경
-- 장기체류 비자 발급 과정 변경
-- 장기체류 허가/영주권 신청의 새로운 요건
-- 사업 목적의 체류 조건 변경
-- 그린카드 발급 과정 변경
-- 새로운 장기체류 허가증 및 영주권 신분증 
-- 거주 증명서에 대한 신규 요구사항
-- 여행자 건강보험 카드에 대한 신규 요구사항
-- 체류기간 중 생활비 확보 증명에 대한 신규 요구사항
-- 국외추방 관리 개정
-- 외국인을 위한 반부패 전화라인 설치

체코 투자청의 애프터서비스 담당 부서는 기존 또는 신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 시행 중에 있으며, 체코 입국 및 체류,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최고 경영자 등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체류허가 
절차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보는 아래 웹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vcr.cz/mvcren/article/changes-in-conditions-for-the-entry-and-stay-on-the-territory-
of-the-czech-republic-from-2011.aspx
체코공화국 내무부 공식 웹페이지

http://www.czechinvest.org/en/download?page=2
체코투자청 공식 웹페이지

체코투자청(CzechInvest)
Stepanska 15, 120 00 Praha 2, 
전화: +420 296 342 485 이메일: afc@czechinvest.org 웹: www.czechinvest.org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직접 만나서 상의하고 싶으십니까?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vcr.cz/mvcren/article/changes-in-conditions-for-the-entry-and-stay-on-the-territory-of-the-czech-republic-from-2011.aspx
http://www.czechinvest.org/en/download?page=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