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취업 (H 1)
WORKING HOLIDAY (H 1)

신청요건 / ELIGIBILITY: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사증
관광취업사증 발급 대상자:
•
•
•
•

사증발급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2세 이하인 자 (2024.03.15까지)
* 코로나 19 상황으로 예외적으로 연장, 2024.03.16 부터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자
부양할 사람을 동반하지 않은 자
출생국가에서만 신청 가능
관광취업 비자를 이전에 신청한 적이 없는 자

A citizen of a country that has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r other agreements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traveling and finding short-term employment to financially support the
stay in Korea. The applicant must satisfy the following criteria:
•
•
•
•

Between the age of 18 and 32 at the date of application; (Until 15. March. 2024)
*Extended due to the COVID-19 situation. Application age will be changed starting from 16.Mar.2024.
Not accompanied;
Application only in the country of origin;
Not have applied before for a Working Holiday visa.
관광취업 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신청인은 비자신청센터를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수비자 (유효기간 3개월)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지참 해야합니다.
Applicants who requests a visa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Working Holiday visa must apply
through the Visa Application Centre.
Note that you can apply for a single-entry visa, valid for 3 months and the Korean Diplomatic missions
can ask for addition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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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서류 / COMMON DOCUMENTS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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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동의서
Consent for Isolation
KVAC 이용 약관 동의서
KVAC Consent Form and Terms of Use
왕복항공권
또는
왕복항공권 상당금액 예치서류
Round-trip ticket;
OR
proof of sufficient funds for a round-trip ticket
신청일로부터 약 일주일 이내 발행된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 소지 입증서류 (최소 한화
3,400,000원/약 2,500유로 상당)
Bank account balance statement issued
within around one week from date of
application and other financial documents
proving the ability to sustain the expenses
during the stay in Korea (minimum KRW
3,400,000/approx. EUR 2,500)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자유양식 A4
최대 1장)
Work and Travel activity plan written in
Korean or English (free format, A4 max 1
page)

예/Y

아니오/N

비고 / REMARKS

보험증서 (본국 후송, 의학적 치료, 입원 등 내용
포함한 보장액 한화 4,000 만원 이상(3만유로
상당), 최소 1년의 의료보험)
Proof of Insurance (insurance plan
including repatriation, medical treatment,
and hospitalization in Korea for one year
with minimum coverage of KRW40,000,000/
approx. EUR 30,000)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Copy of your current school enrollment
letter OR a copy of final education
certificate/degree
영문 건강 진단서 원본 (3개월 이내 발급)
Medical certificate (Original English version)
issued within 3months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아포스티유 필요
Criminal Record Certificate issued within 3
months (Casier judiciaire)
*Need to be Apostilled

담당자 서명/ Signature of the Staff

신청인 서명 / Signature of the Applic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