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일반 (C 3 1)
SHORT TERM GENERAL (C 3 1)
신청요건 / ELIGIBILITY:
일반적으로 친지 방문, 친선경기, 공익사업투자,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A person who is visiting Korea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whose purpose is to visit family,
participate in cultural and sports events without monetary compensation, engage in training and
lessons, attend religious ceremonies, collect documents for research.
단기일반 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신청인은 비자신청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a.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및 방송출연자 포함).

b.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포함하나,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단기취업사증(C-4) 신청대상

c.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이나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기술연수(D-3-1) 대상

d. 병간호, 가족사망, 결혼식 참석 등의 목적 및 국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단기간 방문하려는 자.
e. 단기 어학연수를 하려는 자.
f. 국외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

(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할 필요가 있는 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 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
g.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난민임을 인정한 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가족결합을 목적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

h. 1~7의 사유 이외에도 순수관광(C-3-2), 의료관광(C-3-3), 일반상용(C-3-4), 협정상 단기상용(C-3-5),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C-3-6), 동포방문(C-3-8), 일반관광(C-3-9)을 제외한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영리 또는
취업활동을 목적은 해당 사증을 받아야 함).

Every applicant who requests a visa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Short Term General visa must apply
through the Visa Application Center.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most common eligibility criteria:
a. Participant in events, or conference, or friendly sports matches (including events such as golf and football
with a set cash price for finalists and cast on TV broadcast).
b. If the host party is providing for travel and living expenses, the monetary compensation cannot exceed the
actual expenses. Apart from set cash price, if person is to receive monetary compensation that exceeds the
actual expense for travel and living expenses, a short-term employment visa(C-4) must be applied.
c. Person planning to learn and improve technologies or functionalities either at a governmental
institution or at a company. If the host party is providing for travel and living expenses, the monetary
compensation cannot exceed the actual expenses. In case of technology learning and improving activity
that is monetarily compensated is in fact subject to Tranee(D-3-1) visa application.
d. A person invited by a family member residing in Korea or visiting for a wedding, a funeral, or nursing of a
family member.
e. A person planning to participate to a short language course.
f. A household assistant who accompanies the Korean national stationed abroad who employs him/ her for
humanitarian causes, meaning parenting, nursing, funeral procedures.
g. Spouse and child of refugee status holders for the purpose of family reunification, as stated in Article 37 of
the Refugee Act.
h. Visitor whose purpose falls within the activities classified as C-3, with the exemption of Group Tourist (C-3-2),
Medical Tourism (C-3-3), Business Visitor-general(C-3-4), Business Visitor-agreement (C-3-5), Business
Visitor-sponsored (C-3-6) or Ordinary Tourism (C 3 9).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Note that the Embassy may request additional documents if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of the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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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Passport with at least 6 months remainder
validity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x4.5 cm 사진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초청장 원본(참가자 명단, 초청목적/사유,
경비 부담사항 포함)
Original invitation letter including,
information of the invitee, details of the trip,
and expenses coverage

예/Y

아니오/N

비고 / REMARKS

고유서류 / SPECIFIC DOCUMENTS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본인의 출생증명서;
• 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
신분증 사본
For applicants below 18 years of age:
Birth status certificate;

•
•

Birth certificate of the applicant
Copy of the identification cards of the
parents if the date of birth of the parents

are not on the birth certificate
한국의 기관으로부터 행사를 위해 초청받은
신청인의 경우:
• 한국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국 기관의 협조 요청 공문/협조 확인 공문
또는 개인 사유서
For applicants invited by a Korean entity foran
event:

•

Copy of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Korean entity;

•

Official letter requesting/confirming
cooperation from the Korean entity or
individual statement of cooperation

대한체육회 또는 산하단체의 초청의 경우:
• 대한체육회나 산하단체의 초청장;
• 관련 부처 장관명의 협조 요청 공문일 경우
경제력 입증자료 제출면제
For applicants invited by an entity officially
within by the Korea Sports and Olympic
Committee:

•

Official letter of invitation from the Korea
Sports and Olympic Committee or the
head of the relevant affiliated entity;

•

Exemption from documents proving
financial means if the invitation letter is
issued by a governmental organization or a
Ministry

기타 NGO 및 자선단체의 초청의 경우:
• 경제력 입증자료 제출면제;
• 초청측의 신청인 참여 확인서*
*해당 재외공관에 사전 요청 필요
For applicants invited by an NGO or a
charity organization:

•

Exemption from documents proving
financial means;

•

Official confirmation of participation by
the inviting local entity*

*The ROK Embassy must be informed before the
visa application

예/Y

아니오/N

비고 / REMARKS

국민(국적취득자 포함) 및 국민의 배우자(F-6)의
부모, 조부모, 또는 자녀의 경우(간이신청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For a parent, grand-parent, or child of a person
who has acquired Korean nationalityor of a
spouse of a Korean national F6 (simplified visa)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거주자격자(F-2)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또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간이신청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For a parent, grand-parent, or minor child of a
resident with F2 visa or his/her spouse
(simplified visa)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영주자(F-5)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또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간이신청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초청인:
• 공증받은 초청장
A parent, grand-parent, or minor child of a
permanent resident F-5 person or his/her
spouse (simplified visa)
•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INVITER:
Invitation letter notarized

담당자 서명 / Signature of the Office

신청인 서명 / Signature of the Applic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