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entina(아르헨티나)
▣ 공관명:주아르헨티나대사관
항목

한글(한국 청년 대상, 아르헨티나 비자)

현지어(아르헨티나 청년 대상, 한국 비자)
Entre dieciocho (18) y treinta (30) años de edad, ambas edades incluidas,
en el momento de la solicitud

1. 신청연령

만18세이상~30세이하

2. 자격조건

1. Ser ciudadano argentino, titular de un pasaporte argentino vigente, con
validez restante más de 6 (seis) meses;
2. Tener entre 18 y 30 años de edad, inclusive;
1. 한국 국적 보유 및 한국에 거주하는 자
3. No viajar con acompañantes a su cargo, salvo que éstos obtengan su
2. 아르헨티나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한국 여권을 보유한 자
propia visa;
3. 사증 신청 당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4. No haber participado anteriormente de este Programa;
4. 부양 가족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것
5. No poseer antecedentes penales;
5. 과거에 관광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
6. Acreditar fondos suficientes para cubrir los gastos iniciales de su
6. 범죄 기록이 없는 자
estadía;
7. 초기 정착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
8. 귀국 항공권 예약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귀국 항공권 구입을 위한 재정 7. Tener reserva de pasaje de regreso a su lugar de origen, o bien
acreditar los fondos necesarios para adquirirlo;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
9. 사고 발생 시 12개월 간 입원 및 본국 송환을 위한 모든 지출에 대한 8. Contar con un seguro médico y por accidente que cubra gastos de
hospitalización y repatriación durante los 12 meses de estadía;
보상이 가능한 건강 보험
9. Físicamente apto para realizar las actividades de Vacaciones y Trabajo;
10. Abonar los aranceles consulares correspondientes a la visa

3. 신청기간

연중

No hay límite

4. 제한인원

연간 200명

200 al año

5. 신청방법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비자발급 신청

Visita a la Embajada de Corea en Argentina

6. 신청수수료

무료

Gratis

7. 수수료 지불방법

-

-

8. 구비서류

9. 취업기간 제한
10. 어학기간 제한

1. 한 면 이상 공란이 남아 있는 유효한 여권
2.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
3. 흰색 바탕의 정면 사진 (4 x 4 사이즈)
4. 최근 3년 간의 무범죄 기록이 나타난 범죄기록증명서
5. 제 3국 무범죄 진술서
6. 대한민국 귀국 항공권 또는 항공권 구입을 위한 재정 능력 입증 서류
7. 초기 정착 비용 지불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재정 서류(최소 미불
2,500). 최근 3개월 은행 입출금 내역 또는 신용 카드 지출 내역 증빙 가
능
8. 최소 미불 30,000 금액 보장하는 건강 보험 약관 또는 예약증(본국 송
환 금액 보장 포함 必)
9.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지원동기 (선택 사항)

주당 25시간(5 X 5일)

Se permite trabajar un total de 1.300 horas durante seis meses; o trabajar
durante 25 horas por semana durante 12 meses

없음

No hay límite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통상 2-3일 소요
12. 통보방법

1. Pasaporte argentino vigente, con al menos dos páginas en blanco;
2. Formulario de solicitud de visa completo;
3. Una foto 3,5x4,5 de frente, fondo blanco;
4. Certificado de antecedentes penales emitido por la autoridad argentina,
en donde conste la ausencia de antecedentes penales durante los últimos
tres años;
5. Declaración jurada de ausencia de antecedentes penales en otros países
(si es aplicable);
6. Reserva de pasaje de regreso a Argentina, o acreditación de fondos
suficientes para adquirirlo;
7. Acreditación de fondos suficientes para solventar el inicio de su estadí
a (mínimo de USD 3.000 dólares estadounidenses). Este requisito puede
acreditarse con resúmenes bancarios de los tres últimos meses o resúmenes
de tarjeta de crédito (propios y no de terceros);
8. Reserva o presupuesto de la póliza de seguro médico y por accidentes por
un mínimo de USD 30.000 dólares estadounidenses, que cubra repatriación
sanitaria y de restos;

개별 연락

5 días hábiles
Aviso por teléfono

22페이지 중 1페이지

비고

Australia(호주)
▣ 공관명: 주호주 대사관
항목
1. 신청연령
만18-30세

한글

현지어
18-30 years old at the time of visa application

①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
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2. 자격조건

3.
4.
5.
6.
7.

신청기간
제한인원
신청방법
신청수수료
수수료 지불 방법

8. 구비서류

9. 취업기간 제한
10. 어학기간 제한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12. 통보 방법

① For people with the purpose of having opportunities from each respective
country to travel to Korea, while they earn and save money through shortterm employment

②일정기간 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 ② For those who have a valid passport, a return flight ticket and
공권 및 초기 체류기간 동안의 소요경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
sufficient funds to support themselves for staying minimum 3 months
③부양자녀를 동반하지 않는자

③ For those who is not accompanied by dependents

상시
없음
우편, 방문
A$470.40
현금, 호주 우체국 수표

Always
N/A
By mail, in person
A$470.40
Cash, Money Order (issued by Australian Post Office)

①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② 사증발급신청서
③ 사진1매
④ 왕복 비행기표
⑤ 여행 일정, 활동 계획서
⑥예금잔고증명서 (최근 3개월 잔고가 A$5,000 이상)
⑦건강진단서 (HIV Test, Narcotic Drug Test, Chest X-ray)
⑧ 여행자보험 (권장)
⑨반송용 봉투 (우편신청 시)
⑩ 수수료 (A$470.40)

① Valid Passport(Must have at least 6 months validity left)
② Application form
③ 1 photograph (taken within the last 6 months)
④ A roundtrip airline ticket
⑤ Travel schedule and Activity plan for a year
⑥Bank statement for last 3 months (Minimum balance of 5,000 AUD)
⑦ Medical Examination (HIV Test, Narcotic Drug Test, Chest X-ray)
⑧ Travel Insurance (strongly recommended)
⑨ Self-addressed Envelope(Express Platinum recommended) (submission by
mail only)
⑩ Visa Fee (A$470.40)

동일고용주와 취업기간 제한: 6개월
연간 취업활동이 총 1,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4개월
신청후 7-10일(근무일 기준)
전화, 이메일, SMS메세지

Validity 6 months on maximum with a same employer
An annual employment period cannot exceed 1,300 hours
4 months
Visa process takes approximately 7 to 10 working days
Phone, E-mail, SMS text message

22페이지 중 2페이지

비고

Austria(오스트리아)
▣ 공관명: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항목

한글

현지어
zwischen 18. und 30. Lebensjahr

1. 신청연령

만18세이상~30세이하

2. 자격조건

① 대한민국 국적자
②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및 발급 무경험자 (경우에 따라 신청 경험이
없다는 서면 확인서 추가 징구 가능)
③ 미성년 자녀 등 가족동반하지 않을 자
④ 워킹홀리데이의 주 목적은 고용 혹은 교육이 아님. 그러나,
- 취업시 근로계약 기간은 비자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자 연장 및 유효기간 변경 불가능

① Staatsangehörige der Republik Österreich
② Der- od. diejenige, der/die vorher nie ein Working Holiday Visum beantragt
hat
③ Begleitung der Familienangehörige ist NICHT möglich
④ Der Hauptzweck des Aufenthaltes sollte nicht Beschäftigung bzw. Studium in
Korea sein. Sollte dies vorkommen, kann dies nur bis Gültigkeitsdatum des
Visums möglich.

3. 신청기간

상시

Durchgehend

4. 제한인원

300명 / 년

300 Personen / Jahr

5. 신청방법

방문
ㅇ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ㅇ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ㅇ 주상해 대한민국총영사관 및 주홍콩 대한민국총영사관
ㅇ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Der Visumantrag kann bei den folgenden
koreanischen Botschaften gestellt werden:
ㅇ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in Österreich
ㅇ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in China oder Japan
ㅇ Generalkonsulat in Shanghai oder Hongkong
ㅇ Ständige Vertretung in Taiwan
6. 신청수수료

80 USD에 해당하는 유로화

EUR 66.40 (H-1)

7. 수수료 지불방법

유로화 현금 (카드 지불 불가)

Bar-Bezahlung in EURO (Kartenzahlung ist nicht möglich)

① Ein vollständig ausgefülltes Antragsformular

8. 구비서류

① 여권: 여권 잔여기간이 체류예정일 + 3개월 이상으로 사증란이 넉넉하여야
함.
② 여권사진 2매: ICAO규격의 3개월 이내 촬영사진 (규격참조:
www.passbildkriterien.at)
③ 총 체류기간 커버 가능 의료 보험 가입 증명서
④ 은행 잔고 증명서
⑤ 자필로 작성한 여행 계획서
⑥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자필 확인서
⑦ 비자발급신청서: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비치

② Passbild (nach ICAO-Richtlinie)
③ Reisepass der Republik Österreich (Gültigkeit bis mindestens drei Monate
nach dem letzten Geltungstag des beantragten Visums)
④ ausreichende Reise-, Kranken- und Unfallversicherung für den gesamten
Aufenthalt (Deckungssumme mindestens EUR 30.000)
⑤ Nachweis ausreichender finanzieller Mittel: Antragsteller/innen müssen sich f
ür die ersten 3 Monaten in Korea selbst finanzieren können.
⑥ Plan der Reise bzw. Aktivitäten in Korea
⑦ Erklärung, dass Sie bisher noch in keine Weise in kriminelle Handlungen
involviert waren.
※ Alle Dokumente sind in Original und Kopien vorzubereiten

9. 취업기간 제한

비자에 명시된 기간 이내

maximal 12 Monate

10. 어학기간 제한

비자에 명시된 기간 이내

maximal 12 Monate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약 5일

min. 5 Tage

12. 통보방법

방문 수령

Persönlich

22페이지 중 3페이지

비고

Canada(캐나다)
외국인 청년의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H-1) 신청정보
▣ 공관명:주토론토영사관
항목
1. 신청연령

한글

현지어
18-30 years old at the time of visa application

만18-30세

①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① For people with the purpose of having opportunities from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 each respective country to travel to Korea, while they earn and
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save money through short-term employment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2. 자격조건

②일정기간 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

② For those who have a valid passport, a return flight ticket

서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 및 초기 체류기간 동안 and sufficient funds to support themselves for staying minimum
의 소요경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

3 months

③부양자녀를 동반하지 않는자

③ For those who is not accompanied by dependents

3. 신청기간

상시

Always

4. 제한인원

4000명

4000

5. 신청방법

우편, 방문

By mail, in person

6. 신청수수료

CAD117

CAD117

7. 수수료 지불방법

현금, 캐나다은행 체크카드, 우체국 수표

CASH, CANADIAN DEBIT, MONEY ORDER
① Application form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 Valid Passport (Must have at least 6 months validity left)

②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③ 1 passport-type colour photo (taken within the last 6 months)

③ 사진 1매

④ A roundtrip airline ticket

④ 왕복 비행기표

⑤ Travel Itinerary and Activity plan for a year

⑤ 여행 일정, 활동 계획서
8. 구비서류

⑥ 예금잔고증명서 (최근 3개월 잔고 CAD 4,000 이상)
⑦ 범죄경력증명서 (3개월이내 발급)
⑧ 건강진단서
(Chest X-ray, urnalysis, blood test and HIV test)
⑨ 최종학력증명서
⑩ 수수료 (CAD117)

9. 취업기간 제한
10. 학습기간 제한

⑥ Bank statement for last 3 months (Minimum balance of 4,000 CAD)
⑦ Criminal Background Check (issued within recent 3 months)
⑧ Medical Examination
(Chest X-ray, urnalysis, blood test and HIV test)
⑨ Certificate from the most recent school attended
(School letters or transcripts allowed)
⑩ Visa Fee (CAD117)

연간 취업활동이 총 1,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An annual employment period cannot exceed 1,300 hours

3개월

3 months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신청후 5-10일 (근무일기준)

Visa process takes approximately 5 to 10 business days

12. 통보방법

이메일

E-mail

22페이지 중 4페이지

비고

Chile(칠레)
칠레 청년의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H-1) 신청정보
▣ 공관명:주칠레대사관
항목
1. 신청연령

한글

현지어

만18-30세
① 신청 시 칠레에 상시 거주지가 있는 칠레국민
②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사람
③ 한국에서의 관광을 주목적으로 취업을 부수적으로 일정
기간 체류하는 사람
④ 부양가족(동반자 포함)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
⑤ 유효한 여권(체류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최소 3개월 이
상)을 소지한 사람
⑥ 귀국항공권을 소지하거나 동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자
금을 소지한 사람
⑦ 한국에서의 체재비를 충당하는 데 충분한 자금
(USD3,000 이상)을 소지한 사람
⑧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한국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
보험, 종합입원보험, 책임보험을 소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
⑨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
⑩ 이전에 한국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는 사람

Entre 18 y 30 años de edad

3. 신청기간

상시

Todo el año

4. 제한인원

매년 100명

100 cupos al año

5. 신청방법

직접 방문

Presentarse personalmente

6. 신청수수료

무료

Gratuito

7. 수수료 지불방법

해당 없음

-

2. 자격조건

8. 구비서류

9. 취업기간 제한

①비자신청서 작성
②여권
③여권용 사진 1매
④여행일정, 활동계획서
⑤건강진단서(전염병이 없어야 하며 한국에서 여행 및 일
을 하기에 문제가 없어야 함)
⑥범죄경력증명서
⑦한국행 편도 항공권 예약
⑧본국행 편도 항공권 또는 그만한 금액이 있는 잔고증명
서
⑨예금잔고증명서(잔고 $3,000불 이상)
⑩한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적용되는 건강보험 (한도
40.000.000 원 / USD35.000 이상)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된 원본이어야 함(필요
시 영어 가능)
* 비자 심사의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요청 가능

① Chileno que resida en Chile de manera regular al momento de la
solicitud
② Que tenga entre 18 y 30 años
③ Que tenga como objetivo principal el vacacionar en Corea,
siendo el trabajar en Corea un objetivo secundario
④ No viaje acompañado por algun familiar o dependiente
⑤ Que posea un pasaporte válido, con un validez mínima superior
a 3 meses sobre el fin de su estadía en Corea
⑥ Que posea un pasaje de regreso o dinero suficiente para su
compra
⑦ Que posea suficiente dinero para cubrir su costo de estadía en
Corea(USD3,000)
⑧ Que tenga buena salud, y acepte el mantener un seguro médico y
hospitalario durante toda su estadía
⑨ Que no tenga registros criminales
⑩ Que no haya tomado parte anteriormente de este programa

①llenar el formulario de solicitud
②presentar su pasaporte con la vigencia ya indicada
③presentar una fotografía tipo pasaporte (color, fondo blanco,
sin nombre ni rut)
④presentar planificación de su viaje (qué ciudades visitará, en
qué fechas, etc.)
⑤presentar certificado médico que compruebe el tener una salud
idónea con su estadía en Corea (que no tiene ninguna enfermedad
contagiosa, no tiene problema para viajar y trabajar, etc)
⑥certificado de antecedentes del registro civil (reciente)
⑦copia de e-ticket de vuelo de ida
⑧copia de e-ticket de vuelo de regreso o documento bancario que
certifique tener el dinero suficiente para su compra
⑨documento bancario que certifique tener más de USD3.000
(adicionales al ticket de regreso)
⑩Seguro de salud con validez por todo el período de estadía en
Corea, con una cobertura mínima de 40.000.000 wons / USD35.000
* Todos los documentos deben estar en español y ser originales
(se aceptan originales en inglés)
* Se podrían solicitar documentos adicionales de ser necesario

최대 1,300시간

Máximo 1,300 horas

10. 학습기간 제한

제한없음

Ilimitado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신청후 5~10일

5~10 días habiles después de la solicitud

12. 통보방법

전화

Telefónicamente

22페이지 중 5페이지

비고

Czech Republic(체코)
체코 청년의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H-1) 신청정보
▣ 공관명:주체코대사관
항목

한글

현지어

1. 신청연령

사증발급 신청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2. 자격조건

◦
◦
◦
◦
◦
◦
◦
◦

3. 신청기간

상시

kdykoliv

4. 제한인원

300

300

5. 신청방법

직접 방문

osobní návštěva na velvyslanectví

6. 신청수수료

$90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지화

$90 nebo odpovídající částka v místní měně

7. 수수료 지불방법

비자 신청 시 현금으로 직접 납부

platba v hotovosti při podání žadosti o vízum

8. 구비서류

o žádost o vízum, 1 fotografie, platný cestovní pas,
o 사증발급 신청서, 사진, 여권, 수수료
poplatek
o 범죄경력증명서
o výpis z trestního rejstříku
o 보험증서
o doklad o cestovním pojištění
o 왕복항공권
o 예금잔고증명서 등 체류할 수 있는 경비 소지 입 o zpáteční letenka nebo částka odpovídající ceně zpáteční
letenky do ČR
증서류
o prostředky ke krytí nákladů spojených s pobytem v KR
o 여행일정, 활동계획서
o itinerář pobytu v Koreji, plán činnosti

9. 취업기간 제한

없음

bez omezení

10. 학습기간 제한

없음

bez omezení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1주일

1 týden

12. 통보방법

유선 및 이메일 연락

telefonicky nebo e-mailem

해당국가의 국민으로 유효한 여권 소지자
범죄경력이 없는 자
신체건강한 자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자
부양가족 등을 동반하지 않는 자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체재비 등 재정 능력이 있는 자
관광이 주된 목적인 자

občan ČR, který je držitelem platného cestovního pasu, v
době podání žádosti je starši 18ti a mladší 30ti let, bez
záznamu v registru trestů, není doprovázen na korejské ú
zemí závislými osobami, splňuje veškeré zdravotní pož
adavky nezbytné pro vstup do KR, má zdravotní pojištěńí,
nemá zkušenost jako účastník programu zamestnání v oblasti
cestovního ruchu, má dostatek financí na pokrytí výdajů
spojených s pobytem a jeho hlavním cílem je cestování

22페이지 중 6페이지

비고

Denmark(덴마크)
▣ 공관명: 주덴마크대사관
항목

한글

현지어

1. 신청연령

만18세이상~30세이하

Mellem 18 og 30 år

2. 자격조건

ㆍ 덴마크 시민권을 소지하면서 주 삶의 터전이 덴마크이며, 신청 시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ㆍ 체류의 주목적이 워킹홀리데이인 자
ㆍ 사증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ㆍ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자
ㆍ 한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ㆍ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ㆍ 왕복항공권을 소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
ㆍ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를 소지한 자 (DKK 15,000 상당의 금액)
* 은행계좌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함. 은행계좌의 이름은 여권
과 동일해야 함 (띄어쓰기 주의)
ㆍ 한국 체류기간 동안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을 소지한 자 (입원비를 보
상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자는 사망 또는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오랜기간 머무를 경우 치료, 응급
송환 등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ㆍ Du skal have dansk statsborgerskab, og du skal have fast bopæl i
Danmark. Du skal være bosiddende i Danmark, når du ansøger om visum.
ㆍ Hovedformålet med visummet er Working Holiday.
ㆍ Du skal være mellem 18 og 30 år gammel, når du ansøger om et Working
Holiday visum
ㆍ Du kan ikke medbringe familie eller samlevende.
ㆍ Du har ikke været på Working Holiday i Korea tidligere.
ㆍ Du skal medbringe et gyldigt pas.
ㆍ Du skal enten medbringe udgående flybilletter til Korea, eller et
bankudtog, der viser, at du kan købe flybilletter til Korea.
ㆍ Du skal medbringe et bankudtog, der viser, at du har midler til at
leve i Korea (15.000 danske kroner)
* Bankkontoen skal stå i dit navn, og det skal være identisk med det
navn, som står i dit pas, inklusive mellemrum.
ㆍ Du skal have sundhedsforsikring i hele den periode, du opholder dig i
Korea (skal dække evt. hospitalsophold).
* I tilfælde af alvorlige sygdomme eller skader, skal forsikringen dæ
kke langvarige hospitalsophold og evt. retur til Danmark.

3. 신청기간

제한 없음

når som helst

4. 제한인원

제한 없음

ingen grænse

5. 신청방법

ㆍ대사관 업무시간 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
ㆍ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대리인 접수 가능
ㆍ우편 수령은 불가능, 대리인 수령 희망시 신청인의 사진이 나온 신분증 사본
을 지참해야함

ㆍMedbring venligst den relevante dokumentation indenfor vores
almindelige kontortid.
ㆍDet er muligt at sende en stedfortræder med de relevante dokumenter.
Det er ikke muligt at sende dokumenterne med posten.
ㆍHvis en stedfortræder skal hente visum, skal denne medbringe en kopi
af billed-ID på ansøgeren.

6. 신청수수료

630dkk

630 danske kroner

7. 수수료 지불방법

현금 지불

Kontant

8. 구비서류

ㆍ 비자 신청서
ㆍ 여권 원본 및 복사본(여권 신원정보지면) 1부
- 여권 원본은 비자 심사 기간동안 대사관에서 보관
ㆍ 여권용 칼라 사진 1매 (35mm x 45mm, 얼굴길이 = 30mm~36mm)
- 하얀색 배경화면
-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스캐닝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ㆍ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1부 (DKK 15,000 상당, 한화 약 300만원 이상)
- 잔고증명서에 표기된 통화는 DDK
- 은행계좌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함. 은행계좌 이름은 본인
의 여권과 동일해야 함 (띄어쓰기 주의)
ㆍ 영문 보험증권 1부 (신청자 이름으로 가입되어있어야 함)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보험회사는 없으며 한국에서 체류동안 의료 및 입원비
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
- 본인이 희망하는 워홀 체류기간 전체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본인이 사망 또는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오랜기간 머무를 경우 치료, 응급
송환 등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ㆍ 영문 항공권 예약증 1부 (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은행계좌에 있어
야 함)
ㆍ 신청 수수료 (630dkk)
ㆍ 여행 계획서 1부 (자유 양식)
ㆍ 최종 학력증명서 1부

ㆍ Udfyldning af ansøgningsformularen Application of Visa Issuance.
ㆍ Dit originale pas og en kopi af dit pas (kun ID-delen af passet).
- Vi beholder dit pas under ansøgningsprocessen.
ㆍ 1 pasfoto i farve (35mm x 45mm, hovedhøjde = 30mm~36mm)
- Hvid baggrund på billedet.
- Kig ind i kameraet; fotoet skal kunne scannes.
ㆍ Bankudtog på engelsk (DKK 15.000, mere end 3.000.000 won)
- Bankudtoget skal være i danske kroner.
- Bankkontoen skal stå i dit navn, og det skal være identisk med det
navn, som står i dit pas, inklusive mellemrum.
ㆍ 1 sundhedsforsikringsbevis på engelsk (navnet på forsikringstageren
skal være identisk med ansøgerens navn i passet).
- Alle forsikringsselskaber kan bruges, men sundhedsforsikringen skal d
ække ophold i Korea.
- Forsikringen skal dække hele Working Holiday perioden.
- I tilfælde af alvorlige sygdomme eller skader, skal forsikringen dæ
kke langvarige hospitalsophold og evt. retur til Danmark.
ㆍ Flybillet på engelsk (ellers medbring bankudtog, der viser tilstræ
kkelige midler til at købe flybillet til Korea)
ㆍ Visumprisen er 630 danske kroner.
ㆍ Rejseplan (gratis formular).
ㆍ Afgangsbevis for uddannelse.

9. 취업기간 제한

최대 9개월 까지 허용

Maksimum 9 måneder.

최대 6개월간 어학연수 가능

Maksimum 6 måneder.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최대 2주

Maksimum 2 uger.

12. 통보방법

신청자 이메일로 통보

Svar gives på ansøgers email.

10. 어학기간 제한

22페이지 중 7페이지

비고

France(프랑스)
▣ 공관명: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항목
1. 신청연령

한글

현지어

만18-30세

Être âgé de 18 à 30 ans révolus
① Ne pas avoir déjà bénéficié de ce programme
② Le demandeur français doit résider en Frqnce au moment de la

① 동 비자를 한번도 발급받지 않은 자
2. 자격조건

demande de visa

② 비자신청시 프랑스에 거주하여야 함

③ Ne pas être accompagné de personnes à charge

③ 피부양인 미동반

④ Disposer des ressources financières nécessaires pour subvenir aux

④ 초기 체재비용 소지 (2,500유로)

besoins au début du séjour (le montant minimum à justifier est fixé à 2500
euros)

3. 신청기간

입국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Un mois avant le départ prévu

4. 제한인원

2,000명

Quota pour l'an 2019 : 2.000

5. 신청방법

방문

la présence du demandeur de visa au Consulat est obligatoire

6. 신청수수료

무료

gratuit

7. 수수료 지불방법

해당사항 없음

① un formulaire de demande de visa
② un billet d’avion aller-retour ou un relevé de compte bancaire justifiant

① 비자신청서

des resources suffisantes pour acheter un billet d’avion aller-retour

② 왕복항공권 또는 항공권 구입경비소지 증빙서류

③ un certificat médical attestant la bonne santé du (de la) requérant(e)

③ 의료검진서
④ 초기체재경비 소지 증빙서류(2,500유로 은행잔고증명서)
⑤ 무범죄경력 증명서
8. 구비서류

⑦ une photographie d’identité en couleur

⑦ 반명함판 컬러 사진 1매

⑧ une lettre de motivation du voyage ou un programme de séjour pour la

⑧ 여행계획서 또는 동기서

durée d’un an

⑨ 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⑩ 의료보험증서(질병,출산,장애,입원 관련 의료비, 국내송환 비
⑪ 프랑스 주소지 증빙서류

⑤ le bulletin Nº 3 du casier judiciaire
⑥ passeport original

⑥ 여권 원본

용 보증)

④ un document justifiant les ressources financières (2500 euros)

⑨ un certificat de scolarité ou une photocopie du dernier diplôme
⑩ un contrat d'assurance médicale couvrant pour la durée du séjour le
rapatriement et l'ensemble des risques liés à la maladie, la maternité,
l'invalidité et l'hospitalisation
⑪ justificatif de domicile en France

9. 취업기간 제한

비자 유효기간내

pendant la durée de visa

10. 어학기간 제한

비자 유효기간내

pendant la durée de visa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신청후 5일

5 jours ouvrables

22페이지 중 8페이지

비고

Germany(독일)
▣ 공관명: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항목
1. 신청연령

2. 자격조건

한글

현지어

신청일 기준 만 18 - 30세

Alter zwischen 18 und 30 Jahren

① 독일 국적자
②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③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

① Deutsche Staatsangehörigen
② Keine Begleitung durch
unterhaltsberechtigte Familienangehörige
③ Keine vorherige Teilnahme am Working
Holiday Programm

3. 신청기간

상시

immer

4. 제한인원

없음

nicht anwendbar

5. 신청방법

방문

Besuch

77.40유로 (US$90/-)

77,40 Euro (US$90/-)

신청일 당일 현금 지불

Barzahlung bei der Antragstellung

6. 신청수수료
7. 수수료 지불방법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한국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여권사진(3.5cm x 4.5cm) 1매
재정증명서 : 본인 명의의 계좌잔고 최소 2,300€
(편도 항공권 제출 시 최소 2,800€)
⑤ 보험가입증명(의료보험 및 책임보험 :
각 보장금액 최소 30,000€)
- 한국 체류기간 중 병원치료와 독일 후송 보장
⑥ 항공권
⑦ 여행계획서

① Antragsformular
② Reisepass (gültig für die gesamte Aufenthaltsdauer
in Korea)
③ ein Passfoto (3.5cm x 4.5cm)
④ Nachweis eigener Mittel von mindestens 2.300€
(ohne Rückflugticket mindestens 2.800€)
⑤ Nachweis über einen ausreichenden
Versicherungsschutz während des gesamten
Aufenhaltes in Korea (Haftpflichtversicherung
und Auslandskrankenversicherung mit
Rücktransport nach Deutschland:
Deckungssumme jeweils mindestens 30.000€)
⑥ Flugticket
⑦ Reiseplan

① 주 25시간, 연 1,300시간 초과할 수 없음
② E-1 ~ E-7 자격 직종 제한

① Die wöchentliche Arbeitszeit darf 25 Stunden nicht ü
berschreiten und die jährliche Arbeitszeit darf 1,300
Stunden nicht überschreiten
② Erwerbstätigkeit als Arzt, Rechtanwalt Professor oder
Sprachlerher (Visumskategorie E-1 ~ E-7) ist nicht
gestattet

①
②
③
④

8. 구비서류

9. 취업기간 제한

10. 어학기간 제한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12. 통보방법

제한없음

keine Begrenzung

최대 2주일 내 발급

Max. 10 Arbeitstage

전화, 이메일

Telefon, E-mail

22페이지 중 9페이지

비고

Hong Kong(홍콩)
공관명 : 주홍콩총 영사관
항목

한글

현지어

1. 신청연령

만18-30세

18-30 years old at the time of visa application

2. 자격조건

유효한 HKSAR 또는 BNO(British national overseas) 여권 소지자

Holding a valid HKSAR or BNO(British national overseas) passport

3. 신청시간

상시

Always

4. 제한인원

1,000명

1,000persons

5. 신청방법

방문

in person

6. 신청수수료

없음

gratis

7. 수수료 지불방법

-

The application is divided into two phase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visa issuance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증 발급절차는 2단계로 나누어짐.
o 1단계
① HKSAR 또는 BNO (British National Overseas)여권 (유효기간 13개월 이상)
② 사증발급신청서 (3.5×4.5㎠ 규격의 흰색배경 사진을 부착해야 함)

8. 구비서류

③ 은행 발행 최근 3개월 간 거래내역 (잔액 HKD25,000이상)
④ 여행일정 및 계획서

procedure.
O 1 phase
① Valid HKSAR / BNO passport (with over 13 months’ validity)
② Completed visa application form with white background photo attached (3.5 x 4.5 cm)
③ Latest 3 months’ bank statements with transaction records and maintain more than
HK$25,000 in the latest balance
④ A travel plan and activity plan for the one-year stay in Korea

o 2단계
O 2phase
① 왕복 비행기표
① Round trip flight ticket
② 여행자 보험 가입확인서 (1년간, 의료비 지원 및 의료 상의 이유로 긴급 귀국
② Insurance plan with overall coverage for one year (Medical and Hospitalization expenses,
지원 내용 필수 포함)

Emergency medical evacuation and Personal liability should be covered)

maximum 25 hours for a week (maximum 1,300 hours within the whole period – [25 hours x

9. 취업기간 제한

ㅇ 1주당 최대 25시간 (최대 1,300시간 – [25시간 x 52주])

10. 학습기간 제한

어학연수 최대 6개월 가능(1개 과정만 참여)

may register in one training or study course for a period of up to 6 months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1개월

1month

52 weeks])

비고

Hungary(헝가리)
▣ 공관명 : 주헝가리 대사관
항목
1. 신청연령

2. 자격조건

한글
만 18-30세

① 헝가리 국적을 가진 헝가리 체류자
② 비자 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30세 이하인 자
③ 비자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국(지역) 입국요
④ 해당국(지역)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체류 가능
⑤ 부양 자녀 및 가족 동반불가
⑥ 방문의 일차적인 목적은 여행 및 관광, H-1 비자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 후 취업 가능
⑦ 연간 최대 100명 참가 가능

현지어
A vízum igénylésekor betöltött 18. életév, de 30 év alatti életkor

① Magyar állampolgárság, magyarországi lakóhely.
② A vízum igénylésekor betöltött 18. életév, de 30 év alatti életkor.
③ A vízum kiadásától számított 12 hónapon belül szükséges belépni a
partnerországba.
④ A belépéstől számítva legfeljebb 12 hónapig lehet az országban tart
ózkodni.
⑤ Nem kísérheti hozzátartozó.
⑥ Elsősorban utazásra, turista célokra használható, H-1 típusú ví
zummal munkalehetőséget keresni csak a beutazást követően lehetsé
ges.
⑦ Évente legfeljebb 100 fő vehet részt a programban.

3. 신청기간

상시

Mindig

4. 제한인원

100

100

5. 신청방법

방문

személyesen

6. 신청수수료

현지화징수 (HUF 25,200)

HUF 25,200 (Húszonötezer kétszáz forint)

7. 수수료 지불방법

현금

készpénz

8. 구비서류

① Hatósági erkölcsi bizonyítvány.
② Jó egészségi állapot (Háziorvos által kiadott igazolás).
① 범죄경력증명서
③ A partnerország elhagyásához szükséges érvényes menetjeggyel,
② 건강상태가 양호(건강진단서 요)
illetve megvásárlásához szükséges anyagi eszközökkel való rendelkezés
③ 유효한 귀국 항공권 혹은 이에 상응하는 금전확인증명서 (편
igazolása. (Egyirányú repülőjegy mindenképpen szükség)
도항공권 필)
④ Az illetékes hatóságok által a tartózkodás idejére meghatározott
④ 초기 체류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anyagi fedezet igazolása.
⑤ 상대국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행자 보험 (입국일로부터 1
⑤ Teljeskörű utasbiztosítás, amely a belépés napjától kezdve 1 évig érv
년 유효 보험)
ényes
⑥ 유효한 여권
⑥ Érvényes útlevél.
⑦ 비자신청서 작성, 비자 신청 수수료 (현금납부)
⑦ Vízumkérelem kitöltése, vízumeljárási díj megfizetése (csak készpé
⑧ 사진 1매
nzzel)
⑨ 추천서 (학교교수, 직장 상사, 정부기관 공무원 작성)*
⑧ 1 személyi igazolványkép
* 선택사항
⑨Ajánló levél (Professzor, Főnök, Kormányzati tisztviselő által)*
* Választható

9. 취업기간 제한

제한없음

Nincs

10. 어학기간 제한

제한없음

Nincs

11. 비자발급 소요기간

신청 후 1주

Beadás napjától 1 hétig tart

12. 통보방법

신청 1주 후 수령

Vízum átvétele 1 héttel a beadás után

Ireland(아일랜드)
▣ 공관명: 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
항목
1. 신청연령
만18-30세

현지어

한글
Between 18 and 30

2. 자격조건

① 통상적으로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국민인 자
② 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부터 30세까지인 자
③ 주된 의도가 대한민국에서의 관광이며 고용이 방문의 주된 이유라기보다는 부
수적이라는 것을 사증담당 관리에게 납득시키는 자
④ 부양자, 어린이, 배우자 또는 파트너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
⑤ 유효한 아일랜드 여권을 소지한 자
⑥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그러한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돈을 소지한 자
⑦ 관계당국의 재량으로 판단할 때, 대한민국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필
요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자
⑧ 규정된 사증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자
⑨ 대한민국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 및 종합 입원비 보험을 소지하기로 동의
한 자
⑩ 범죄경력이 없는 자

3.
4.
5.
6.
7.

상시
연600명
방문
77.40 유로
현금

신청기간
제한인원
신청방법
신청수수료
수수료 지불방법

8. 구비서류

9.
10.
11.
12.

취업기간 제한
어학기간 제한
비자발급 소요시간
통보방법

① is an Irish national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Ireland
② is aged between eighteen (18) and thirty (30) years, both inclusive, at the time
of application
③ satisfies the visa officer that his/her primary intention is to holiday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employment being an incidental rather than the primary
reason for the visit
④ is not accompanied by any dependants, children, spouse, or partner
⑤ holds a valid Irish passport
⑥ possesses a return ticket or enough money to buy such a ticket
⑦ has enough money for his/her maintenance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discretion of the relevant authorities
⑧ pays the prescribed visa application fees
⑨ agrees to hold 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zation insurance to remain in
force throughout his/her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⑩ has no criminal record.

Anytime
up to 600 per annum
visit
EUR 77.40
cash
① Valid passport (Minimum 6 months before expiration, Date of expiry must cover
the period you plan to stay in Korea.)
① 유효한 아일랜드 여권(잔여기간 6개월 이상 필요)
② Completed visa application form
② 사증발급신청서
③ Photograph (taken within the last 3 months, 3.5cm*4.5cm, colour)
③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본, 3.5cm*4.5cm, 컬러)
④ Round-trip ticket or Evidence that enough money to buy the ticket
④ 왕복항공권 또는 왕복항공권 구입 가능 경비 입증서류
⑤ Original bank statement issued within the last 3 months (Evidence that enough
⑤ 예금잔고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최소 3개월 이상 체류가능 경비 입증
money to pay for at least 3 months in Korea)
서류)
⑥ Schedule and plan of trip
⑥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⑦ Certificate of graduation or School letter (Must be affixed with apostille by
⑦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of Ireland)
⑧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⑧ Criminal Background Check((Must be affixed with apostille by the Department of
⑨ 건강보험증서 또는 여행자보험증서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병원치료와 본국으
Foreign Affairs of Ireland)
로의 후송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등에 가입 입증서류)
⑨ Original medical insurance or Travel insurance (including medical cost) covering
⑩ 수수료
duration of stay in Korea
* 필요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음.
⑩ Fee
* Additional documents and interview may be requested
연간 1300시간 이하
Cannot exceed 1300 hours per annum.
6개월
6 months
신청후 5일
5 working days
신청후 5일 후 수령
collection after 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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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Italy(이탈리아)
▣ 공관명: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항목
1. 신청연령

한글

현지어

비자 신청 시 나이가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인 자

Avere un'età compresa tra i 18 ed i 30 anni compiuti

① 휴가-노동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자
② 비자신청시 이탈리아에 거주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최소
18개월 이상 남은 여권의 소지자
③ 한국에서 휴가기간을 보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그 휴가기
간 동안의 노동은 부차적인 것이므로 주된 체류목적이 아니어
야함

② Essere cittadini italiani residenti in Italia al momento della richiesta e in possesso di
un passaporto italiano di validità non inferiore ai 18 mesi
③ Avere come obiettivo prioritario quello di trascorrere un periodo di vacanza in
Corea, e che in tale periodo un lavoro rappresenterebbe un aspetto marginale e non
la ragione principale del soggiorno

④ 동반가족이 없는 자
2. 자격조건

① Non avere precedentemente usufruito di un visto Vacanze-Lavoro

⑤ 왕복항공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것을 구입할 충분한 재정
원이 있는 자

④ Non avere familiari al seguito
⑤ Essere in possesso di un titolo di viaggio di andata e ritorno, o di fondi sufficeienti
per acquistarlo

⑥ 초기 체류비용을 충분히 갖고 있는 자(최소 3000유로)
⑦ 한국 체류기간 내내 어느 나라에서든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
우 병원비와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⑥ Essere in possesso di fondi sufficienti per il sostentamento durante il periodo
iniziale del soggiorno (min. 3,000 euro)
⑦ Essere in possesso di una assicurazione medica e di copertura globale delle spese
ospedaliere valida per tutta la durata del loro soggiorno in Corea

⑧ 현행범이 아니며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⑧ Non avere condanne penali a carico

3. 신청기간

입국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 전부터

Almeno due settimane prima della partenza

4. 제한인원

500명

quota annuale 500 persone

5. 신청방법

방문

Richiesta di persona

6. 신청수수료

무료

gratuita

7. 수수료 지불방법

해당사항 없음

N/A

① Modulo di richiesta

① 비자신청서

② Biglietto aereo andata/ritorno (dimostrando fondi sufficienti per acquistarlo, può

② 왕복항공권

bastare solo andata)

③ 이탈리아 신분증사본
④ 초기체재경비 소지 증빙서류(3,000유로 은행잔고증명서)
8. 구비서류

⑤ 무범죄경력 증명서
⑥ 여권 원본
⑦ 반명함판 컬러 사진 1매
⑧ 의료보험증서

③ Una fotocopia della carta d'identità
④ Documentazione finanziaria (es. estraratto conto bancario min 3,000euro)
⑤ Certificato dei Carichi pendenti
⑥ Una fotocopia del passaporto e l'originale
⑦ Una fototessera (3.5 x4.5cm)
⑧ Assicurazione di copertura globale valida per tutto il soggiorno in Corea

9. 취업기간 제한

비자 유효기간내

Periodo di validita' del visto

10. 어학기간 제한

비자 유효기간내

Periodo di validita' del visto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약 2주

Due settimane dopo la richiesta del visto

12. 통보방법

비자 발급 후 전화 혹은 이메일 통보

Dopo il rilascio visto, via telefono o e-mail

22페이지 중 13페이지

비고

Japan(일본)
▣ 공관명: 주일본 한국대사관
항목
項目
1. 신청연령
1.申請年齢
2. 자격조건

2.資格条件

3.
4.
5.
6.
7.

3.申請期間
4.制限人数
5.申請方法
6.申請手数料
7.手数料の支払い方法

신청기간
제한인원
신청방법
신청수수료
수수료 지불방법

8. 구비서류

9. 취업기간 제한

8.具備書類

9.就労制限期間

10. 어학기간 제한

10.語学研修制限時間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12. 통보방법

11.ビザ発給の所要期間
12.通報方法

한글
현지어
満18歳以上30歳以下
만 18세이상 30세이하
부양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자, 과거 워킹홀리데이 扶養するご子息を同伴しない者,過去韓国ワーキングホリ
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デーの参加経験がない者
상시
常時
10,000명
10,000人
방문
訪問
무료
無料
①사증발급신청서

①査証発給申請書

②칼라사진1장 (3.5*4.5cm)

②カラー写真１枚（3.5＊4.5ｃｍ）

③여권

③パスポート

④왕복항공권 (왕복기간 3개월이상)

④往復航空券（往復期間３ヶ月以上）

⑤은행잔고증명서 (30만엔이상)

⑤銀行残高証明書（30万円以上）

⑥최종학교졸업증명서

⑥最終学校卒業証明書

⑦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

⑦旅行日程及び活動計画書（英語又はハングルで作成）

1주당 25시간/풍속영업 등 취업직종 제한있음
1週間に25時間/風俗業界など職種に制限有り
없음 단, 정규 학업과정은 별도 유학비자(D-2) 필 無。 ただし正規の学業過程は別途の留学ビザが（D-2）必
要
요
3일
３日
訪問受領
방문 수령

22페이지 중 14페이지

비고

Netherlands(네덜란드)
▣ 공관명:주네덜란드 한국 대사관
항목
만18세이상~30세이하
1. 신청연령

2. 자격조건

한글

현지어
Be aged between 18 and 30years(inclusive)

①Be aged between 18 and 30years(inclusive) of age and unaccompanied by any
dependent
①체류기간동안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②Hold a passport issued by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hat is valid at
②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네덜란드 여권 소지자
least for the period of his/her stay in Korea for the Program
③체류 주목적이 관광인 자
③Be going to Korea mainly for the purpose of holiday
④한국 초기체류기간 동안 필요한 경비를 소지한자
현재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프
⑤왕복항공권을 소지한 자 혹은 왕복항공권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보유하 ④Be able to provide financial proof of having sufficient amounts to
로그램에 영어 사용하고 있음.
support himself/herself for the initial stage of his/her holiday in Korea
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자
⑤Hold a return ticket or financial proof equivalent to the return airfare
⑥한국 체류 중 의료보험 가입에 동의한 자
⑥Have adequate health insurance for the duration of his/her stay in Korea
⑦범죄기록이 없는 자
⑦Not have a criminal record
⑧건강 상태가 양호한 자(특히,결핵 등 관련)
⑧Be in a good health(especially free from tuberculosis)

3. 신청기간

2016.10.1부터 개시, 2년 단위 운영, 자동 연장

4. 제한인원
5. 신청방법

연간 100명(2018.10.01~2019.09.30기간)
방문접수

The Working Holiday program started again from 1st of Oct. 2016. WHP will
be renewed every two years.
100 people per a year(2018.10.01~2019.09.30)
Visit in person
77.40 Euro(amount may change semiannually depending on the currency
exchange rate)
Cash only

6. 신청수수료

90$ 상당의 유로화(2019년 상반기 현재 77.40유로)

7. 수수료 지불방법

현금 지불

8. 구비서류

①비자 신청서(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②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③여권용 사진(3.4×4.5cm)각 1매
④왕복항공티켓 예약증 또는 항공권 구입 가능 금액 예금 잔고증명서
⑤약 1000유로 정도 예금되어있는 은행잔고증명서
⑥한국에 있는동안 유효한 건강보험(원본은 확인 후 돌려줌)
⑦범죄이력 확인서
⑧결핵테스트 확인증
*추가구비서류, 인터뷰를 요구할수 있음.

①Visa application form(She/He can dowonload from the Embassy website.)
②Valid passport(original and the copy)
③One passport sized photo(3.4×4.5cm)
④Return ticket(the original will be returned)or enough money to buy
one(certified copy of a bank statement)
⑤A bank statement that shows the minimum balance of 1,000Euro
⑥A proof of Health Insurance document(Insurance must remains valid
throughout the stay in Korea)
⑦a VOG certificate(Background Check certificate issued by the Dutch
municipality)
⑧Tuberculosis Test Result(GGD issued, Doctor's Certificate, etc.)
* Additional documents and interview may be requested.

9. 취업기간 제한

취업기간 제한 없으나 주당 25시간 이상 근무 불가

None
* Part time only(should not exceed 25 hours a week)

10. 어학기간 제한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12. 통보방법

비고

없음
신청후5-7일 소요
신청후 5-7일 경과후 비자수령

None

5-7 business working days
Pick up after 5-7 business working days

2014.6-2016.5 시범 운영

New Zealand(뉴질랜드)
▣ 공관명:주오클랜드 대한민국영사관
항목
1. 신청연령

2. 자격조건

3. 신청기간

한글
만18-30세
①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
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② 관광취업사증협정 체결국가의 신체 건강하고 건전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
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사증발급신청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 일정기간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
공권 및 초기 체류기간동안의 소요경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
- 부양아동을 동반하지 않는 자
- 범죄경력이 없는 자
상시

4. 제한인원

3,000

5. 신청방법

우편, 방문

6. 신청수수료

복수사증 : 뉴질랜드달러 126달러
현금, 계좌이체, Cheque

7. 수수료 지불방법

8. 구비서류

1. 유효한 여권, 사진1매
2. 사증발급신청서
3. 왕복항공권
4.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 서류
5.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6. 사증발급 수수료
7. 범죄경력증명서
8. 건강진단서
9. 보험증서
10.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9. 취업기간 제한

- 12개월 (정규직 불가)
- 1년에 1,300시간 이상 근무불가

10. 학습기간 제한

6개월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신청후 10일~15일

12. 통보방법

전화, 우편

현지어
Between the ages of 18 and 30 (at the time of the visa application)
① Those from countries(including NZ) that signed the MOU or Agreement on Tourism
Employment, whose main purpose is tourism, but are seeking employment for a short period
of time to pay for the travel expenses
② Young adults from countries which signed a Tourism Employment Agreement with Korea,
that applies to the following:
- Those that are between ages 18 and 30 at the time of visa issuance
- Those whose main purpose is tourism for a definite amount of time and has a valid
passport, round-trip tickets and enough expenses for the early stage of stay
- Those that do not come with the dependent children
- Person without criminal record
Always
3,000
You can contact the Embassy in Wellington or Consulate-General in Auckland via post mail
or by visiting us in person
Multiple-entry visa: $126 (NZD)
Cash, Internet Banking, Cheque
1. Valid passport, 1 photograph
2. Visa Application form
3. Round-trip ticket
4. Documents such as a certificate of deposit balance that prove your financial ability to
stay in Korea for certain period of time
5. The schedule and plan of trip
6. Application fees
7. Criminal record cerificate issued within recent 3 months
8. A complete physical examination perfomed by a physcian within recent 3 months including
a chest X-ray, urinalysis, blood test and HIV test
9. Insurance certificate
10. Certificate of Enrollment or a certificate proving your final level of education
- 12 month(no permanent employment)
- H-1 visa holders cannot work more than 1,300 hours per year.
one or more course of training or study up to 6 month during your stay in Korea under
Working Holiday Scheme
10-15 working days
Telephone, mail

비고

Portugal(포르투갈)
▣ 공관명:주포르투갈 대사관
항목
1. 신청연령

한글

현지어

만18-30세(비자 신청 접수일 기준)

3. 신청기간

①비자 신청시 만 18~30세의 포르투갈 국적자이며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12
개월 이상인 자
②귀국항공권 또는 그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경비를 소지하고, 초기
체류기간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소지한 자
③입국 전, 입원치료와 후송비용을 보장하고 승인된 체류기간동안 유효한
의료보험 가입자
④부양자녀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
⑤이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⑥여행계획서
⑦범죄기록이 없는 자
⑧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상시

4. 제한인원

연 200명

5. 신청방법

방문 접수(방문 사전예약 권고)

2. 자격조건

Jovens com idade entre 18 e 30 anos à data do pedido do visto

①Nacionais portugueses titulares de um passaporte português válido com validade superior a 12 meses

②Possuir um bilhete de regresso ou de recursos financeiros suficientes para comprar um tal bilhete e
tenham os recursos financeiros necessários para a permanência inicial
③Um seguro de saúde que inclua a cobertura de hospitalização e repatriamento
④Não estar acompanhados de quaisquer dependentes

⑤Não tenham ainda entrado na Coreia com um visto para trabalho em férias
⑥Plano de actividade

⑦Não possuir antecedentes criminais

⑧Atestado médico que comprova boa saúde física e mental

Todo o ano

Máximo de 200 vistos por ano

Pedido presencial (marcação prévia)
77.40 euros

6. 신청수수료

77.40 유로

7. 수수료 지불방법

현금

8. 구비서류

②1 fotografia recente tipo-passe
①사증발급신청서
③Passaporte original e uma fotocópia
②반명함판 사진 1매
③여권원본 및 사본 1부
④Meios de subsistência para o período inicial de três meses
④은행잔고증명서(왕복항공권 소지자의 경우 1,500유로, 귀국항공권 미소지 ※O montante mínimo: 1,500 euros caso apresente bilhete de regresso, ou 2,000 euros se ainda não
자의 경우 2,000유로 이상)
tiver o bilhete de regresso
⑤건강증명서
⑤Atestado médico
⑥항공권 예약증
⑥Bilhete de ida e volta
⑦범죄경력증명서
⑦Certificado de registo criminal
⑧활동계획서
⑧Carta de intenção com plano de atividades (redigir livremente em inglês numa folha A4)
⑨해외여행자보험증권

Numerário

①Formulário de Pedido de Visto

*모든 서류는 발급한 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함

⑨Seguro de saúde com cobertura internacional de hospitalização e repatriamento
*Os documentos tem de ser recente(emitido há, no máximo, 3 meses)

9. 취업기간 제한

제한없음

Sem restrição

10. 어학기간 제한

제한없음

Sem restrição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접수후 약 5일

Aproximadamente uma semana

12. 통보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Telefone ou E-mail

22페이지 중 17페이지

비고

Spain(스페인)
스페인 청년의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H-1) 신청정보
▣ 공관명:주스페인대사관
항목
1. 신청연령

한글

현지어

만 18세~30세

Tener entre dieciocho (18) y treinta (30) años de edad
① TENER NACIONALIDAD ESPAÑOLA

① 스페인 국적 소유자
② 관광이 주된 목적이며 체류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 소유자
2. 자격조건

③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② EL MOTIVO DE VIAJE ES VACACIONAL Y ACREDITAR FONDO ECONÓMICO
DURANTE SU ESTANCIA
③ CARECER DE ANTECEDENTES PENALES

④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④ NO TENER PERSONAS DEPENDIENTES

⑤ 이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자

⑤ NO HABER PARTICIPADO ANTERIORMENTE EN EL PROGRAMA

3. 신청기간

상시

Cualquier momento

4. 제한인원

연간 1,000 명

Mil (1.000) personas al año
Para la tramitación del visado, el interesado deberá acudir PERSONALMENTE al

5. 신청방법

Consulado de la Embajada de la República de Corea en Madrid con cita previa. El

인터넷을 통해 방문 예약 후,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visado no se puede solicitar por correo, fax, agencias externas ni representantes
familiares.

6. 신청수수료

수수료 면제 협정에 의거 무료

7. 수수료 지불방법

-

La solicitud de visado para ciudadanos españoles es gratis debido al acuerdo bilateral
de exención del pago de las tasas de visado entre España y la República de Corea.
① Pasaporte con vigencia durante toda la estancia en la República de Corea y con
una página libre como mínimo
② Formulario debidamente rellenado en letras mayúsculas y firmado. Pegar una foto

① 체류기간 중 유효한 여권

en color.

②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부착)

③ Reserva de billete de avión de ida y vuelta

③ 왕복 비행기표

④ Certificado de Antecedentes Penales

④ 범죄수사경력회보서
8. 구비서류

⑤ 예금잔고증명서 (잔고 3,000달러 상응하는 금액 이상 보유,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평일 기준 10일간 유효)
⑥ 건강진단서 (2005년 국제보건규정에 의거 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
하는 진단서)

⑤ Certificado de Saldo Bancario con saldo actual superior a la cantidad de valor de
3.000 (tres mil) dólares. La cuenta debe estar a nombre del interesado. Dicho
certificado se consigue en el banco con sello y la fecha de consulta. Se debe entregar
en 10 días hábiles máximo tras la consulta.
⑥ Certificado Médico que acredite no padecer ninguna enfermedad recogida en el

⑦ 활동계획서
⑧ 여행자보험증서 (체류기간 동안 각종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Reglamento Sanitario Internacional de 2005
⑦ Plan general de su viaje
⑧ Certificado de Seguro que pueda cubrir todas las incidencias incluidas asistencia
sanitaria y hospitalización durante la estancia en la República de Corea

9. 취업기간 제한

-

-

10. 학습기간 제한

-

-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약 2~3주 (하계 및 동계 학생비자 성수기시 한달까지 소요 가능)

El trámite del visado H-1 tarda aproximadamente unas 2 o 3 semanas. Durante las
temporadas de alta demanda de visado, de junio a agosto y de diciembre a febrero, el
trámite podría demorarse más de un mes.
12. 통보방법

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El solicitante puede informarse del estado de solicitud de visado en internet: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301

22페이지 중 18페이지

비고

Sweden(스웨덴)
▣ 공관명:주스웨덴대사관
항목
1. 신청연령

한글

현지어
18 ㅡ t.o.m 30 år

만18세이상~30세이하

Personer som uppfyller vart och ett av följande krav :
a) De är svenska medborgare och bosatta i Sverige.
b) De är mellan 18 och 30 år när ansökan görs.

2. 자격조건

a) 스웨덴 국민이고 스웨덴에 거주하는 자
b) 신청 시 연령이 18세에서 30세인 자
c)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
d) 취업관광 사증의 유효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 또는 그
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e)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f)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g) 출입국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h)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종합의료 및 입원비 보험을 소지하기로 동의
한 자

c) De åtföljs inte av barn.
d) De innehar pass som är giltigt under den tid som omfattas av visumet för
feriearbete och returbiljett eller tillräckliga medel för att köpa en sådan biljett.
e) De har enligt de berörda myndigheternas bedömning tillräckliga medel för sitt
uppehälle under vistelsen i det andra landet.
f) De är vid god hälsa.
g) De uppfyller övriga bestämmelser i värdlandets lagar och andra författningar
om invandring, inbegripet villkoren för inresa.
h) De går med på att inneha en heltäckande sjukvårdsförsäkring som även täcker
kostnader för intagning på sjukhus och som är giltig under hela vistelsen.

Ingen särskild period

3. 신청기간

상시

4. 제한인원

없음

ㅡ

5. 신청방법

방문

Besök

6. 신청수수료

810 크로나

810 SEK

7. 수수료 지불방법

현금, Swish

Kontantbetalning, Swish

8. 구비서류

a)
b)
c)
d)
e)
f)
g)
h)

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왕복 항공권
은행잔고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체류계획서
사진 1매(3.5cm x 4.5cm)

a) Ansökningsblankett
b) Pass
c) Kopia på första sidan av passet
d) Tur- och returbiljett
e) Kontoutdrag från bank
f) Individuell medicinsk försäkringsintyg
g) Vistelseplan
h) Ett passfoto I storlek 35mm x 45mm

9. 취업기간 제한
10. 어학기간 제한

없음
없음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신청후 10일
12. 통보방법

직접 수령

ㅡ
ㅡ

10 arbetsdagar efter inlämning av ansökan
personlig avhämtning

22페이지 중 19페이지

비고

Taiwan(대만)
▣ 공관명: 주타이페이한국대표부
항목
1. 신청연령

한글

현지어

만18-30세

滿18歲至30歲（未滿31歲）

2. 자격조건

중화민국에 호적이 있는 중화민국 국민

持有台灣戶籍之台灣國民

3. 신청기간

매년 연초 지정일 부터 인원 마감까지

每年初指定收件日起至額滿爲止

4. 제한인원

매년 800명

每年 800名

5. 신청방법

직접 방문

親自到場申請

6. 신청수수료

무료

免費

8. 구비서류

(1) 유효한 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및 신분증
(2) 비자 신청서(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부착)
(3) 여권 및 신분증 사본
(4) 호적등본(全戶)
(5) 은행잔고증명서(잔고 USD 3,000 이상)
(6) 워킹홀리데이 활동계획서(中/韓/英 택일)
(7) 재학증명서(정본) 또는 최고학력증명서(정본+사본)
(8) 범죄경력증명서
(9) 검강검진증명서(대만 위생복리부 지정 병원 발급)
(10) 해외보험 가입증명서
(가입 기간 1년 이상, 해외에서 사고 발생시 의료비 지급)

(1) 有效護照(效期需12個月以上)及身分證正本
(2) 簽證申請書―張貼彩色證件照1張3.5cmx4.5cm、最近6個月內拍攝)
(3) 護照及身分證影本各1份
(4) 戶籍謄本(全戶)
(5) 3,000美元以上之銀行存款餘額證明書(由銀行或郵局開立)
(6) 打工度假行程及計畫書(中/韓/英文均可)
(7) 在學證明書(正本)或最高學歷證明書(正本+影本)
(8) 無犯罪紀錄證明書
(9) 健康診斷書 ― 請至以下衛生福利部指定之健檢醫院開立診斷書
(10) 加入海外保險之證明書
―需證明投保期間至少1年(365天)以上，
且包括於海外發生事故或意外時得理賠之內容。

9. 취업기간 제한

7. 수수료 지불방법

1년 기준 1,300시간 이상 취업 불가

一年不得超過1,300小時(每周25小時x 52周=1,300小時)

10. 어학기간 제한

제한없음

無限制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신청후 2주

2週

12. 통보방법

신청 2주후 수령

申請2週後領件

13. 비자접수시간

09:00-12:00, 14:00-16:00

09:00-12:00, 14:00-16:00

14. 문의 연락처

+886-2-2758-8320 #24

+886-2-2758-8320 #24

15. 문의 이메일

taipei@mofa.go.kr

taipei@mofa.go.kr

16. 문의 팩스

+886-2-2758-8300

+886-2-2758-8300

17. 문의방법

전화, 이메일

電話及電子信箱

18. 업무시간

09:00-12:00, 14:00~16:00

09:00-12:00, 14:00~16:00

19. 입국 유효기간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簽證核發日(Issue Date)起一年

22페이지 중 20페이지

비고

U.K(영국)
▣ 공관명: 주영국 한국대사관
항목
1. 신청연령
만18-30세

한글

현지어
18-30 years old at the time of visa application

2. 자격조건

①사증발급신청시 국적이 영국시민인자
②일정기간 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유효한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
치한 자
③초기 체류기간 동안의 소요경비를 소지하고 있는자
④부양할 사람을 동반하지 않는자
⑤범죄경력이 없는 자
⑥신체 건강한 자

①UK citizens residing in the UK at the time of application and
②has main purpose of visiting Korea as tourism and has return Flight itinerary or
deposited equal amount of money to return flight ticket and
③has enough money staying in Korea in early days(bank statement for the last 3
months showing a sum of ￡1,500) and
④does not have any dependent and
⑤does not have any criminal record and
⑥does not have any serious health problem.

3. 신청기간
4. 제한인원

상시
1000명 / 1년

5. 신청방법

우편, 방문

6. 신청수수료
7. 수수료 지불방법

￡193.00
현금, 우편환

Open period
1000 per annum
Visit and apply visa directly to the Embassy or
send it by post
￡193.00
Cash or Postal order

8. 구비서류

9.
10.
11.
12.

취업기간 제한
어학기간 제한
비자발급 소요시간
통보방법

①여권
②사증발급신청서 및 여권용 사진 1매
③왕복항공권
④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⑤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서(￡1,500이상 예치)
⑥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것)
⑦최근 3개월내 발행된 건강진단서
⑧비자수수료

①Valid Passport
②One completed application form with
one photograph affixed
③Return Flight itinerary issued by a travel agency or an airline.
④One completed form of activity plan
⑤Recent bank statement for the last 3 months showing a sum of ￡1,500 and its
photocopy
⑥Criminal Background Check (Basic Disclosure or Subject Access form) with Apostille
stamp from FCO
⑦Medical Certificate or doctor's letter issued within 3months to confirm your health
status
⑧Visa Fee

1년
1년
업무일자 기준 최소 5일 소요
신청후 5일 후 수령 또는 우편

1 year
1 year
minimum 5 working days
come and collect visa from the Embassy or return it by post

22페이지 중 21페이지

U.S.A(미국)

항목

한글

현지어

만18-30세

18-30 years old

3. 신청기간

①대학 재학생 또는 최근 졸업생
(졸업후 1년 미경과자)
②부양가족 미동반
상시

①U.S. participants should be bona fide college students or recent
graduates (within 1 year after graduation)
②cannot be accompanied by dependents
Any Time

4. 제한인원

2,000

2,000

5. 신청방법

우편, 방문

Mail or in-person

6. 신청수수료

$45.00

$45.00

7. 수수료 지불방법

현금 또는 머니오더

Cash / Money Order

1. 신청연령
2. 자격조건

①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for visa
② A recent passport photo
③ Valid passport (must have at least 6 months of validity left and have at least

8. 구비서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여권
수수료 $45
왕복항공권 (상응하는 금액 은행잔고증명)
3개월 이상 체류 경비 은행 잔고 증명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여행일정, 활동계획서
반송용 봉투

2 blank visa pages)
④ $45 cash or money order only
⑤ Round-trip airline ticket
⑥ Proof of financial support or other documents that show you have sufficient
funds to support yourself
(for at least 6 months of the US citizens)
⑦ A sealed official transcript or a notarized copy of diploma proving student
status or highest academic qualifications
⑧ A detailed schedule/timeline of trip
⑨ Prepaid return envelope with a tracking number

9. 취업기간 제한

1년 6개월

Up to 18 months

10. 어학기간 제한

1년 6개월

Up to 18 months

11. 비자발급 소요시간

신청후 5일

5 Business Days

12. 통보방법

신청 5일후 수령 또는 우편 송부

Pick up / Mail

22페이지 중 22페이지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