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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rrkonto (슈페어콘토, 영:blocked or limited-withdrawal account)
 

독일 유학 (대학에서의 유학,  대학 지원,  어학코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독일 체류 기간 중에 

필요한 학업 및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독일에서 Sperrkonto 라는 

이름의 특정예금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다.

Sperrkonto 에는 예정된 체류기간에 따라 최소 월 720 유로를 예치해야 한다. 즉, 1 년 체류 시에

는 총 8,640 유로가 예치되어야 한다.  물론, 체류기간이 1 년 미만일 경우에는 총액이 이보다 낮

아진다. (720 유로×체류개월수)

Sperrkonto 는 아래의 2 개 금융기관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

-        Fintiba

-        Deutsche Bank

대한민국, 일본,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미국 국적자는 독일 입국 즉시 Sperrkonto

를 개설할 것을 권장한다.

독일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체류목적,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은 독일 입국 전에 Sperrkonto 를 

개설해야 한다.

 

1. Fintiba

Fintiba社를 통한 Sperrkonto 개설은 Sutor Bank Hamburg 와의 제휴 하에 이루어진다.  여기에

서는 국적 불문하고 온라인 (https://www.fintiba.com/) 으로 Sperrkonto 개설이 가능하다. 

2. Deutsche Bank

Deutsche Bank 에서 Sperrkonto 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해당사항 없음)

1. Deutsche Bank (db.student@db.com)로 Sperrkonto (blocked or limited-withdrawal account) 

개설을 위한 서식을 보내달라는 메일을 독일어나 영어로 보낸다.

https://www.fintiba.com/
mailto:db.student@db.com


2. 서식 작성 후 서식과 여권을 지참한 채 대사관 영사과를 직접 방문한다. 대사관에서는 신청

자의 서명과 여권 사본을 공증한다. (수수료 총 30 유로는 이에 해당하는 원화(현금, 당일 환율)

로 지불하도록 한다.)

3. 우표가 부착된 DHL 봉투를 지참하도록 한다. 수신자 정보는 아래와 같다.

               Deutsche Bank

               Privat- und Geschäftskunden AG

               Alter Wall 53

               20457 Hamburg

               Germany

발신자 정보에 Deutsche Bank 고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독일대사관은     DHL      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며     대사관에서는     운송비     지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유념하도록     한다  .   우표가     부착된     봉투를     지참하지     않을     시     서류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4. Deutsche Bank 로부터 Sperrkonto 개설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독일에 1 년 혹은 그 이상 체

류할 계획이라면 Sperrkonto 에 최소 8,640 유로를 예치해야 한다.

5. Deutsche Bank 로부터 해당 금액이 예치되었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비자 신청 시 확인서를 

제시한다.

 

주의할     점  

독일대사관은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나 해당 서류의 분실, 손상, 배송 지연에 

책임이 없다.

계좌 개설 시 신청자는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외무부 본부나 주한독일대사관은 은행

의 결정이나 신청자와 은행의 계약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