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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AC Paris
Important Notes for completing the Visa Application Form
비자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Visa Regulation Notice / 비자 신청 관련 공지
(K-ETA, Visa Criteria, Processing Time, etc. / K-ETA, 신청 가능 비자, 심사 기간 등)

CLICK on the language to view Notice in English, Deutsch, 한국어, Français

All applications submitted to KVAC Paris will be reviewed by the Republic of Korea Embassy in Germany (Berlin).
KVAC 파리센터로 신청하신 모든 비자 신청 서류는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베를린)에서 심사됩니다.

!!!
Please make sure to plan in advance for your submission to ensure your timely departure.
(Flight schedules, etc. do not fall under the reason for expedited visa screening process)
Applicants are recommended to apply for their visa 1.5 – 2 months in advance
during high seasons in summer and winter due to Student Visa applications.
항공편 일정 등은 비자심사 기간 단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국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비자 신청이 폭주하는 극성수기 기간(여름, 겨울)에는 여유롭게
출국일로부터 1.5-2 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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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AC Paris
비자 신청 방법 How do I apply for my visa?
"Merci de ne surtout pas déposer les documents dans la boîte aux lettres de l’immeuble, elle
n’appartient pas au KVAC. Le KVAC ne peut être tenu responsable en cas de perte de vos
documents si vous les déposez dans cette boîte aux lettres"
ATTENTION
En raison de l'augmentation du nombre d'infections à la COVID-19 en France, les RDVs sont suspendus afin de
garantir la sécurité des demandeurs de visa et des membres du staff KVAC. Les documents de demande de visa
peuvent uniquement être envoyés par voie postale jusqu'à nouvel ordre.
[Français]
1. Envoi de votre demande par courrier.
Merci d’indiquer le type de visa sur l’enveloppe (ex : C-3-1, C-4-5, F-6-1…)
>> Une fois que l’ambassade aura statué sur votre demande, votre passeport vous sera retourné
(Recommandé avec accusé de réception) en utilisant l’adresse indiquée sur le KVAC Waiver Courier.
*Les frais de 10euros couvrent l’enveloppe et les frais d’envoi.
2. Vous pouvez faire votre demande par voie postale, et vous serez recontacté pour récupérer votre passeport
en personne une fois que l'Ambassade aura statué sur votre demande.
>> Les horseers pour le retrait des passeports: 14:00 – 15:00
(Porte 1 – Porte 2 Codes : 1001, No RDV required)
[English]
1. Send your documents via courier using mail-in service
Please indicate your Visa Category on the envelop. (e.g C-3-1, C-4-5, F-6-1, etc.)
>> Once Visa Screening Process is over, your passport will be returned to you using La Poste registered
mail (Recommandé avec accusé de réception) to the address you indicated on KVAC Waiver Courier.
*10 EUR fee includes an envelope and courier fee.
2. You can apply by mail, but can come and pick up your passport at KVAC Paris once KVAC Paris contacts
you that visa decision has been made.
>> In-person Passport Pick-up: 14:00 – 15:00
(Door 1 – Door 2 Codes : 1001, no appointment is necessary)
[한국어]
1.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절차는 여기에서 확인
봉투 앞 면에 반드시 비자 카테고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C-3-1, C-4-5, F-6-1, 등)
>> 심사가 끝나면, KVAC Waiver Courier 에 기재한 주소로 La Poste 등기우편
(Recommandé avec accusé de réception)을 이용하여 여권을 돌려보내드립니다.
*10 유로 - 등기우편 요금 및 봉투 포함.
2. 우편으로 신청하고, KVAC 파리에서 비자 심사가 끝나다는 이메일을 보내면 직접 방문하여 여권 픽업
가능.
>> 여권 픽업 가능 시간: 오후 2 시부터 3 시까지 (예약 불필요)
(Porte 1 – Porte 2 Codes : 1001, No RDV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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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follow these steps when applying for a visa at KVAC.
KVAC 에서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아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For all refund requests due to incorrect amount transferred, voluntary withdrawal, etc.,
the refund process may take up to 6 months.
본인 부주의로 인한 정확하지 송금액, 본인 취소 요청 등 대한 환불에는 약 6 개월 이 소요됩니다.

1. Please pay your VISA and SERVICE FEES
비자 및 서비스 수수료 지불

Below are Visa and Service Fees for nationals from France
프랑스 국적자의 비자 및 서비스 수수료.
*No refund for the wrong payment.
!!! For all other nationalities and other visa categories, please contact your KVAC.
!!! 기타 국적자 및 비자 종류는 KVAC 에 문의 바랍니다.
KVAC Paris is not in charge of K-ETA process. Any questions related to K-ETA, please contact K-ETA.
C-3-1 Family Visit OR Internship (up to 90 days, Single Entry)
C-3-1 가족방문 또는 인턴십 (최대 90 일, 단수 입국 비자)
Visa Fee

36.00 EUR

Service Fee

60.00 EUR

Return passport via mail/post

10.00 EUR

Please check the website of the embassy if you are eligible for K-ETA.
KVAC Berlin is not in charge of K-ETA process. Any questions related to K-ETA, please contact K-ETA.

C-3-4 Business Visa (up to 90 days, Single Entry)
C-3-4 단기상용 (최대 90 일, 단수 입국 비자)
Visa Fee

36.00 EUR

Service Fee

60.00 EUR

Return passport via mail/post

10.00 EUR

Please check the website of the embassy if you are eligible for K-ETA.
KVAC Berlin is not in charge of K-ETA process. Any questions related to K-ETA, please contact K-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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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9 Ordinary tourist (up to 90 days, Please check here that you can apply for singly/multiple
visa)
C-3-9 단기 관광 (최대 90 일, 국적에 따라 단수/복수 입국 비자 상이하여 여기에서 확인
바랍니다)
Visa Fee

36.00 EUR

Service Fee

60.00 EUR

Return passport via mail/post within Germany

10.00 EUR

Please check the website of the embassy if you are eligible for K-ETA.
KVAC Berlin is not in charge of K-ETA process. Any questions related to K-ETA, please contact K-ETA.

C-4-5 Short-term Employment OR Internship (up to 90 days, Single Entry ONLY)
C-4-5 단기취업 또는 인턴십 (최대 90 일, 단수 입국 비자)
Visa Fee

36.00 EUR

Service Fee

60.00 EUR

Return passport via mail/post

10.00 EUR

E-1, E-2, E-3, E-4 E-5, E-6, E-7 (Single Entry ONLY)
E-1, E-2, E-3, E-4 E-5, E-6, E-7 (단수 입국 비자)
*For those who possess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Number’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보유한 자
Visa Fee

54.00 EUR

Service Fee

60.00 EUR

Return passport via mail/post

10.00 EUR

F-3-1 Dependent (Single Entry ONLY)
F-3-1 동반 (단수 입국 비자)
Visa Fee

54.00 EUR

Service Fee

60.00 EUR

Return passport via mail/post

10.00 EUR

F-4 Overseas Korean / Descendant of Overseas Korean (Multiple Entry ONLY)
F-4 재외동포 본인 / 재외동포 직계가족(복수 입국 비자)
Visa Fee

81.00 EUR

Service Fee

60.00 EUR

Return passport via mail/post

10.00 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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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 Spouse of a Korean National (Single Entry ONLY)
F-6-1 국민의 배우자 (단수 입국 비자)
Visa Fee

36.00 EUR

Service Fee

60.00 EUR

Return passport via mail/post

10.00 EUR

> Only up to 90 days, Entry Visa is issued.
You need to go to the Immigration Office in Korea to extend your visa.
90 일 입국 비자만 발행되며, 한국 입국 후,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비자 연장 신청.
H-1 Working Holiday (more than 90 days, (Multiple Entry ONLY)
H-1 관광취업 (90 일 이상, 단수 입국 비자)
*No refund for the wrong payment.
Visa Fee

0 EUR (No Visa Fee)

Service Fee

60.00 EUR

Return passport via mail/post

10.00 EUR

D-10-1 Job Seeker (Single Entry ONLY)
D-10-1 구직 (단수 입국 비자)
Visa Fee

54.00 EUR

Service Fee

60.00 EUR

Return passport via mail/post

10.00 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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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ease send the Visa and Service fees to KVAC Paris account before sending your documents.
After the payment, please send your Proof of Payment receipt to KVACFRINFO@IOM.INT indicating:
반드시 서류를 보내기 전, KVAC 파리 계좌로 비자 및 서비스 수수료를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금 후, 송금내역서를 KVACFRINFO@IOM.INT 로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Subject:
o Your Name / Visa Type / Proof of Payment
(e.g. MULLER, Adam / C-4-5 / Proof of Payment)
Email Contents:
o Proof of Payment attached to the email
o Name and Nationality
o Type of Visa you are applying for (e.g. C-4-5)
o Payment details (e.g. visa fee 36.00, service fee 60.00, courier fee 10.00 …)

이메일 제목:
o

이름 / 비자 종류 / Proof of Payment

(예: HONG, Gildong / C-4-5 / Proof of Payment)
이메일 내용:
o

송금내역서 첨부

o

이름 및 국적

o

비자 카테고리 (예: C-4-5)

o

송금 금액 설명 (예: 36.00 유로 비자 수수료, 60 유로 서비스 수수료, 10 유로 우편 요금 등)

When making a transfer,
please specify ‘Korea Visa and Service Fees’ sentence with your Name and Passport Number as reference.
송금 시, 메모란에 ‘Korea Visa and Service Fees’ 과 이름 및 여권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Bank Information / 계좌정보
IOM KVAC Bank Detail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Name of the bank: Deutsche Bank AG
IBAN: DE32 3807 0059 0136 0031 01
SWIFT: DEUTDEDK380
Address: Taunusanlage 12, 60325 FRANKFURT AM MA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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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days after sending the payment, please send all documents including your original passport
to the address below.
송금일로부터 2-3 일 뒤에, 모든 서류 및 실물 여권을 동봉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end one-sided document only.
Please DO NOT staple your documents.
Please DO NOT clip any papers.

모든 서류는 A4 용지 단면으로만 출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절대 철하지 마십시오.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서류에 클립을 끼우지 마십시오.

Please write your name, address, and Visa category on the envelope.
반드시 봉투 앞면에 이름, 주소, 비자종류를 기재해주십시오.

KVAC Paris Address / 주소
KVAC Paris
9, Boulevard de Denain
75010 Paris
FRANCE

4. Once KVAC receives your documents, KVAC staff will check if you sent the payment and
all the documents have been completed correctly in order of arrival. If you submitted everything,
your application will be registered to be screened by the embassy. If not, we will contact you separately.
서류가 KVAC 에 도착하면 KVAC 직원이 순차적으로 송금내역과 서류 완성도를 확인합니다.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을 경우, 심사를 위해 비자 신청 서류가 대사관에 접수됩니다.
서류 완성도 검사 후, 부족한 서류가 있는 경우 연락 드립니다.

5. When your visa decision is out, KVAC staff will print out your Visa (Visa Grant Notice) and
send back the passport with the receipt to your address written on the KVAC Waiver Courier.
If your visa is denied, KVAC will only send back your passport and the receipt.
비자 심사가 완료되면, KVAC 직원이 사증발급확인서 를 출력하여
여권 및 영수증과 함께 KVAC Waiver Courier/우편책임면책서 에 기재한 주소로 돌려 보내드립니다.
비자가 불허된 경우, 여권 및 영수증만 돌려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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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o not return the documents that were submitted for review.
비자 심사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Please DO NOT send originals unless specifically requested. Photocopies are accepted.
따로 요청이 있지 않는 경우, 원본서류를 보내지 마십시오. 복사본 제출 가능.
All the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in English/Korean only.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외하고 기타 제출 서류는 영어/한국어로 제출 가능.
The KVAC is cannot guarantee the result of your visa application. The Embassy of Korea in Germany is the sole
entity in charg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심사 허가/불허 여부는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All documents that are issued in Korea can only be submitted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issuanc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Certificate of Admission,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etc.)

모든 한국에서 발행되는 서류는 3 개월 이내 본 만 제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조회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
국문, 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발급 3 개월 이내만 제출 가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claring loss of Korean Nationality
국적상실 신고 관련
1) 의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며,
국적상실신고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것을 사후에 호적에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국적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영사과) 또는 법무부(법무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호적관서나 국내 각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도 신고를 접수합니다.)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
! 단기 비자의 경우, 국적상실 접수증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하나 F-4 비자는 신청 불가.
! In order to apply for F-4, ‘국적상실’ must be written next to your name on your Korean
basic/family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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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CHECKLISTS / 비자 체크리스트

The Visa Application Form must be filled thoroughly in English or Korean.
Application Forms filled in any other language will not be accepted.
비자 발급 신청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 다른 언어로 작성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Do I need to submit a proof of residency in France?
For all visa types, if you are not a national from France, you need to provide a document proving your residency.
■ For non-EU citizens
> If you have been living in France for more than 2 years, please provide a proof. (e.g. copies of visas, copies of
residence permits, etc.)
■ For EU citizens
> provide a proof that you reside in that country (ex. Une facture d'eau, de téléphone, d'éléctricité ou de gaz / Une
quittance de loyer)

PACS is not recognized as legal marriage in the Republic of Korea.
PACS 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되지 않음.

If you are not eligible to apply for a visa AND/OR do not have all necessary documents to apply for a visa, but still
wishes to apply for a visa, you must sign the form ‘KVAC Paris Consent for incomplete documents’ acknowledging
that you understand that you do not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AND/OR did not provide all necessary documents
and that your visa may NOT be approved.
Please submit this form with all other documents.
비자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여전히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및/또는 모든 필요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으나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KVAC Paris 사증 신청서류 미완성 접수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함으로서 비자 신청인은 본인이 비자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및/또는 모든
필요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으나 비자 신청을 희망하며, 따라서 비자가 불허 될 수 있음을 인지함에 동의함.
비자 신청 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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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TYPE LIST
C-3-1 Family Visit (up to 90 days, Single Entry ONLY) > Go to pg. 11
C-3-1 가족방문 (최대 90 일, 단수 입국 비자)
1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경우, 국적상실 서류 제출 또는 국적상실 접수증 제출.
국적상실 여부를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 영사관에 문의.

2

3

4

6

C-3-4 Business Visitor General Visa (up to 90 days, Single Entry ONLY) > Go to pg. 12
C-3-4 단기상용 (최대 90 일, 단수 입국 비자)
C-3-9 Ordinary tourist (up to 90 days, Single Entry ONLY) > Go to Pg.13
C-3-9 단기 관광 (최대 90 일, 단수 입국 비자)
C-4-5 Short-term Employment (up to 90 days, Single Entry ONLY) > Go to pg. 14
C-4-5 단기취업 (최대 90 일, 단수 입국 비자)
F-3-1 Dependent (Single Entry ONLY) > Go to pg. 15
F-3-1 동반 (단수 입국 비자)
F-4-11 Overseas Korean (Multiple Entry ONLY) > Go to pg. 17

7

F-4-11 재외동포 본인 (복수 입국 비자)
>> 모든 F-4 비자는 국적상실 접수증으로 비자 신청 불가

8

9

10

11

12

F-4-12 Descendant of Overseas Korean (Multiple Entry ONLY) > Go to pg. 18
F-4-12 재외동포 직계가족 (복수 입국 비자)
F-6-1 Spouse of a Korean National (Single Entry ONLY) > Go to pg. 20
F-6-1 국민의 배우자 (단수 입국 비자)
H-1 Working Holiday (more than 90 days, (Multiple Entry ONLY) > Go to pg. 25
H-1 관광취업 (90 일 이상, 복수 입국 비자)
Internship Visas (C-3-1, C-4-5, D-10-1 (Job Seeker)) > Go to pg. 26
인턴쉽 비자
For those who possess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number> Go to pg. 29
사증발급인정 번호를 보유한 자

> For other visa categories checklists click HERE / 기타 비자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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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Possible > C-3-1 Family Visit (up to 90 days, Single Entry ONLY)
K-ETA 신청 가능 > C-3-1 가족방문 (최대 90 일, 단수 입국 비자)
> Please check HERE for eligibility criteria / 여기에서 신청자격 확인 / Merci de vérifier votre éligibilité ici
Documents to be submitted:
1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 사증발급신청서 (제 17 호 서식) e-signature not permitted/전자서명 불가

2

Passport with at least 6 months remainder validity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 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3

4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Please glue the photo on the Application Form.
최근 6 개월 이내 촬영한 3.5X4.5 cm 사진.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란에 풀로 부착.
Explanatory statement explaining the purpose of visit (free format, A4)
AND Documents proving the purpose of visit (if applicable)
방문 목적을 기재한 사유서 (자유양식, A4)
및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시)
Documents proving relationship with a family member living in Korea:
If your family member living in Korea is KOREAN
-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Detailed) (Issued within 3 months) (Social identity numbers must be shown)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국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3 개월 이내) 또는 호적등본/제적등본 (발급 3 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영문 증명서 제출 불가)

5

Documents proving relationship with a family member living in Korea:
If your family member living in Korea is NOT-KOREAN and living in Korea with a long-term visa/permit
-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or another official document equivalent proving the family relations
- Copy of Front & Back of Alien Registration Card or Visa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외국 국적자로 장기 비자/영주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 관계 증명이 가능한 공식 서류

-

외국인등록증 앞, 뒤 사본 또는 사증 사본

6

Proof of Payment Receipt / 송금내역서

7

KVAC Waiver Courier / 우편 접수 시 책임면책서
Please clearly write down the address where you wish to have your passport sent back.
반드시 여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8

KVAC Consent Form and Terms of Use / KVAC 이용 약관 동의서
On page 2,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please write Paris
2 번째 장,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에는 Paris 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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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Possible > C-3-4 Business Visitor General Visa (up to 90 days, Single Entry ONLY)
K-ETA 신청 가능 > C-3-4 단기상용 (최대 90 일, 단수 입국 비자)
> A person who is visiting Korea for commercial activities such as market research, liaison works, consulting, signature of
contract or for other similar activities. (Not for installation of machines or similar activities)

Documents to be submitted:
1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 사증발급신청서 (제 17 호 서식) e-signature not permitted/전자서명 불가
2
3

Passport with at least 6 months remainder validity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 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Please glue the photo on the Application Form.
최근 6 개월 이내 촬영한 3.5X4.5 cm 사진.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란에 풀로 부착.

Dispatch letter issued by the Employer including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the purpose of trip, duration, position,
4 etc. with stamp and signature.
파견명령서 (상세하게 한국 방문 목적 및 기간, 직책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고용주의 직인 또는 서명 필요)

5

Invitation letter from Korea including the purpose of visit, duration, role of the applicant, etc. with stamp and
signature.
한국 초청 기업이 발행한 비자신청인의 방문 목적, 일정, 역할 등을 상세히 기재한 초청장 원본. 직인 또는
서명 필요.

6

7

Business registration of the Korean inviter issued within 3 months
한국 초청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3 개월 이내)
Documents proving relationship between the inviting company in Korea and employing company of the applicant
supporting the purpose of your visit to Korea (Explanation letter, Service Contract, Purchase Order, Contract, etc.)
방문 목적을 뒷받침하는 한국 초청 기업과 현지 파견 기업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관계 설명서, 계약서, 용역계약서, 물품구매서 등)

8

Proof of Payment Receipt / 송금내역서

KVAC Waiver Courier / 우편 접수 시 책임면책서
9 Please clearly write down the address where you wish to have your passport sent back.
반드시 여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
0

KVAC Consent Form and Terms of Use / KVAC 이용 약관 동의서
On page 2,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please write Paris
2 번째 장,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에는 Paris 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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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Possible > C-3-9 Ordinary tourist (up to 90 days, Single Entry ONLY)
K-ETA 신청 가능 > C-3-9 단기 관광 (최대 90 일, 단수 입국 비자)
> A person who plans to visit Korea for the purpose of travel for holidays or leisure.

Documents to be submitted:
1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 사증발급신청서 (제 17 호 서식) e-signature not permitted/전자서명 불가

2

Passport with at least 6 months remainder validity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 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3

One 3.5X4.5 cm picture was taken in the past 6 months. Please glue the photo on the Application Form.
최근 6 개월 이내 촬영한 3.5X4.5 cm 사진.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란에 풀로 부착.
현재 거주국 내 영주/장기체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 사증신청일 기준 현재 거주국에서 2 년 이상 체류한 증빙서류
Documents proving that you are a permanent resident/long-term resident in your current country of residence
- Proof of staying in the country of residence for more than 2 years from the date of submitting
재정능력 입증서류(본인명의만 가능)
(필수) 신청일 기준 최근 3 개월간 통장거래내역서
(해당자만) 신청일 기준 최근 6 개월간 급여명세서
(해당자만)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납부증명서

5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의 재정능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 서류 제출 필요
Documents proving financial ability (only on the name of the applicant)
(Mandatory) Bank transaction statement for the last 3 months from the date of submitting
(Applicable only) Pay-slip for the last 6 months from the date of submitting
(Applicable only)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income tax payment certificate
If you are using your family’s financial ability, such as your parents or spouse, you need to submit documents proving
your family relationship.
(해당자만) 신분입증서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6

-기타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pplicable only) ID document
- Certificate of employment
- Certificate of Enrollment
- Other identification

7

Proof of Payment Receipt / 송금내역서

KVAC Waiver Courier / 우편 접수 시 책임면책서
8 Please clearly write down the address where you wish to have your passport sent back including C/O.
반드시 여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함 이름까지 기재)
KVAC Consent Form and Terms of Use / KVAC 이용 약관 동의서
9 On page 2,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please write Paris
2 번째 장,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에는 Paris 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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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5 Short-term Employment (up to 90 days, Single Entry ONLY)
C-4-5 단기취업 (최대 90 일, 단수 입국 비자)
> A person who is visiting Korea, invited or recommend by a public or private entity and will receive a compensation for the
performances that overcome the travel and housing allowances.
> A service provider dispatched to Korea upon contracts that do not include manual labor and who will receive compensation
from a government-owned or private corporation.
(e.g. machine installation, supervising the site or similar activities)
Applicants from Cuba must obtain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first.

Documents to be submitted:
1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 사증발급신청서 (제 17 호 서식) e-signature not permitted/전자서명 불가

2

Passport with at least 6 months remainder validity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 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3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Please glue the photo on the Application Form.
최근 6 개월 이내 촬영한 3.5X4.5 cm 사진.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란에 풀로 부착.

Dispatch letter issued by the Employer including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the purpose of trip, duration, position,
4 etc. with stamp and signature.
파견명령서 (상세하게 한국 방문 목적 및 기간, 직책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고용주의 직인 또는 서명 필요)

5

Invitation letter from Korea including the purpose of visit, duration, role of the applicant, etc. with stamp and
signature.
한국 초청 기업이 발행한 비자신청인의 방문 목적, 일정, 역할 등을 상세히 기재한 초청장 원본. 직인 또는
서명 필요.

6

Business registration of the Korean inviter issued within 3 months
한국 초청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3 개월 이내)
Documents proving relationship between the inviting company in Korea and employing company of the applicant
supporting the purpose of your visit to Korea (Contract, Service Contract, Purchase Order, etc.)
방문 목적을 뒷받침하는 한국 초청 기업과 현지 파견 기업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계약서, 용역계약서, 물품구매서 등)

7

[IN ADDITION]
If performing(Concerts, Musicals, etc.)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Performance Act: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콘서트, 뮤지컬 등)을 하려는 경우:
1 영상물등급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연추천서 (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2 공연계획서, 공연계약서
3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8

Proof of Payment Receipt / 송금내역서

KVAC Waiver Courier / 우편 접수 시 책임면책서
9 Please clearly write down the address where you wish to have your passport sent back.
반드시 여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
0

KVAC Consent Form and Terms of Use / KVAC 이용 약관 동의서
On page 2,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please write Paris
2 번째 장,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에는 Paris 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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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 Dependent (Less than 1 year, Single Entry ONLY)
F-3-1 동반 (1 년 이하, 단수 입국 비자)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취재(D-5) 자격 해당자의 동반 입국자에 대한 동반(F-3) 사증발급은 국내 지사(국)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 A spouse or an unmarried minor child of the following visa holders:
D-1, D-2,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 Associate Degree, Language Trainee, Short-term student visas cannot invite Spouse or Children.
(Only for recognized humanitarian reasons)
> Long-term student visas can only invite Spouse or Children after staying in Korea for more than 6 months.

Documents to be submitted:
1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please do not print double-sided, electronic signature not permitted)
2

Passport with at least 6 months remainder validity

3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please glue your photo on the application form)
Documents proving relationship with a family member living in Korea:
- Marriage Certificate,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Birth Certificate (for minor child) or another official
document equivalent proving the family relations
- Copy of Front & Back of Alien Registration Card or Visa

4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공식 서류
(중국 국적자는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

5

외국인등록증 앞, 뒤 사본 또는 사증 사본

Financial proof documents:
- Inviter’s Letter of Employment AND Certificate of Tax Payment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6 Proof of Payment Receipt / 송금내역서
KVAC Waiver Courier / 우편 접수 시 책임면책서
7 Please clearly write down the address where you wish to have your passport sent back.
반드시 여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8

KVAC Consent Form and Terms of Use / KVAC 이용 약관 동의서
On page 2,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please write Paris
2 번째 장,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에는 Paris 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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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재외동포 비자 관련 ]
o 모든 F-4 비자는 국적상실 서류 없이는 비자 신청 불가 (접수증으로 신청 불가)

o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모든 서류는 발급 3 개월 이내본만 제출 가능.
(가까운 영사관 또는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하며 영사과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 확인)

F-4 신청 시 >> 한국어 능력 및 해외범죄경력 제출 면제 대상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2.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3. 60 세 이상자
4.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 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한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 6 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5. 13 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6.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 년 이상 체류한 사람
7.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60 세 이상인 사람
2. 13 세 이하인 사람 (형사 미성년자)
3.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적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항제 1 호 준용)
4.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국적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항제 2 호 준용)
5.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생략 대상자 포함) 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 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6.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7.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8. 국내 출생 또는 14 세 이전에 국내 입국하여 6 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기록이 없는 사람
*다만, 해외에서 6 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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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1 Overseas Korean (Multiple Entry ONLY)
F-4-11 재외동포 본인 (복수 입국 비자)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018 년 5 월 1 일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2018 년 5 월 1 일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만 40 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Documents to be submitted:
1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please do not print double-sided, electronic signature not permitted)
2

Passport with at least 6 months remainder validity

3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please glue your photo on the application form)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출, 사본 제출 가능)

4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3 개월 이내

-

제적등본 발급 3 개월 이내

-

호적등본 발급 3 개월 이내

-

폐쇄등록부 발급 3 개월 이내

-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제출 가능)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발급 6 개월 이내)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5 년 이내 1 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 3 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모두 제출.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6
모든 해외범죄경력증명서(대한민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외)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7 국적상실 증명 서류 (사본 제출 가능)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가능 시) > 20 페이지 확인
8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 (21 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 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 (TOPIK) 1 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9 Proof of Payment Receipt / 송금내역서
KVAC Waiver Courier / 우편 접수 시 책임면책서
1
Please clearly write down the address where you wish to have your passport sent back.
0
반드시 여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
1

KVAC Consent Form and Terms of Use / KVAC 이용 약관 동의서
On page 2,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please write Paris
2 번째 장,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에는 Paris 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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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2 Descendant of Overseas Korean (Multiple Entry ONLY)
F-4-12 재외동포 직계가족 (복수 입국 비자)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Documents to be submitted:
1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please do not print double-sided, electronic signature not permitted)
2

Passport with at least 6 months remainder validity

3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please glue your photo on the application form)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출, 사본 제출 가능)

4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3 개월 이내

-

제적등본 발급 3 개월 이내

-

호적등본 발급 3 개월 이내

-

폐쇄등록부 발급 3 개월 이내

-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제출 가능)
6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발급 6 개월 이내)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5 년 이내 1 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 3 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모두 제출.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7
모든 해외범죄경력증명서(대한민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외)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가능 시) > 20 페이지 확인
8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 (21 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 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 (TOPIK) 1 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9 Proof of Payment Receipt / 송금내역서
KVAC Waiver Courier / 우편 접수 시 책임면책서
1
Please clearly write down the address where you wish to have your passport sent back.
0
반드시 여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
1

KVAC Consent Form and Terms of Use / KVAC 이용 약관 동의서
On page 2,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please write Paris
2 번째 장,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에는 Paris 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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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 국민의배우자 비자 관련 ]
> 서류 준비 중, 제출이 불가한 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 불가한 이유를 A4 용지에 작성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 제출에도 대사관에서는 심사 중 추가서류 및 인터뷰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지 여기에서 확인
> 공동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온라인에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사진파일로 보내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 서류는 깨끗한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 모든 한국에서 발행되는 서류는 국문 3 개월 이내 본 만 제출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조회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기본증명서(상세) 등)
> 반드시 모든 서류는 발급 3 개월 이내 ‘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 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

결핵진단서 (Tuberculosis)
비자 신청인이 다음 페이지에 안내된 ‘결핵 고위험국가 (35 개국)’의 국민으로서 지난 6 개월 이내 고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결핵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난 6 개월 간 프랑스에
계속해서 체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유롭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지정 병원은 없으며, 프랑스 내 모든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가능.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 외국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인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3 개월 이내) 및 건강상태확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일로부터 10 년 이내 1 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모든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건강상태확인서의 경우 자유양식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제출. (지정 병원 없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면제되며 증빙 자료 자유롭게 제출 필요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 개월 이상 또는 제 3 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람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 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람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모든 해외범죄경력증명서(대한민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외)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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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 Spouse of a Korean National (90 days entry visa, Single Entry ONLY)
F-6-1 국민의 배우자 (90 일 입국 비자, 단수 입국 비자)
Documents to be submitted:
1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please do not print double-sided, electronic signature not permitted)
2

Passport with at least 6 months remainder validity

3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please glue your photo on the application form)

Please check the link below for detailed documents needed according to your case.
본인에 맞는 서류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고 다음 페이지의 리스트를 참조해주세요.
4

https://kvacs3bucket.s3.eu-central-1.amazonaws.com/KVAC-EU/Checklist/SPOUSE_OF_KOREAN_NATIONAL.F_6_1.V2.pdf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등 필요서류는
모두 https://visaforkorea.eu/ko/download-visa-form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Proof of Payment Receipt / 송금내역서

KVAC Waiver Courier / 우편 접수 시 책임면책서
6 Please clearly write down the address where you wish to have your passport sent back.
반드시 여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7

KVAC Consent Form and Terms of Use / KVAC 이용 약관 동의서
On page 2,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please write Paris
2 번째 장,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에는 Paris 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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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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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소득 요건은 여기 링크에서 확인 또는 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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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0 주 이상일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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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Working Holiday / 1 year (more than 90 days, Multiple Entry ONLY)
H-1 관광취업 / 1 년 (90 일 이상, 복수 입국 비자)
(Can only apply for H1 Visa in the country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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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of application submission; (Until 15th of March, 2024)
*Extended due to the COVID-19 situation. Application age will be changed starting from 16 th of March 2024.

• Not accompanied;
• Have not applied for a Working Holiday visa before;
[MUST READ] General Permit Information: https://whic.mofa.go.kr/contents.do?menuNo=90&contentsNo=38
Questions regarding Working Holidays
Email: workingholiday@mofa.go.kr
Website: https://whic.mofa.go.kr/contents.do?contentsNo=39&menuNo=91

Documents to be submitted:
1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please do not print double-sided)

2

Passport with at least 6 months remainder validity

3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please glue your photo on the application form)

Round-trip Flight Ticket OR If there is no round-trip ticket, a proof of deposit of a significant amount
(equivalent to a round-trip flight ticket) will be accepted.
4
*Be aware that visa process will take max. 1 month after you submit the application
We do not make exemption for your flight schedule.
5

Bank account balance statement and other financial documents proving the ability to sustain the expenses during the
stay in Korea (minimum 3,500,000 KRW / 2,500 EUR) issued within around 1 week

6

Criminal Record Certificate issued within 6 months (Casier judiciaire *)
*Need to be Apostilled*

7

Insurance plan valid in the Republic of Korea covering repatriation, medical treatment, and hospitalization
(Covering duration of stay in Korea (1 Year), minimum 40,000,000 KRW / 30,000 EUR)

8 Medical certificate (Original English version) issued within 3months
9 Copy of your current school enrollment letter OR a copy of final education certificate/degree
1 Working Holiday Activity Plan
0 (recommended to write in Korean if not possible, in English, free format, max 2 pages on A4)
1
1

Proof of Payment Receipt/ 송금내역서

1 KVAC Waiver Courier / 우편 접수 시 책임면책서
2 Please clearly write down the address where you wish to have your passport sent back including C/O.
1
3

KVAC Consent Form and Terms of Use / KVAC 이용 약관 동의서
On page 2,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please write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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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arding Internship Visas/ 인턴쉽 비자 관련 ]
If your internship is up to 90 days
[Option 1]
Depends on the type of contract you have, you are eligible to apply for C-3-1 or C-4-5 Internship Visa.
[Option 2]
If your internship is unpaid, you can go to Korea to do your internship with K-ETA.
If your internship is more than 90 days
[Option 1]
Those who need more than 90 days Internship Visa must inquire their employing company in Korea to consult their
cases with the Immigration Office in Korea and ask for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사증발급인정서 번호’.
Once you have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number’, you can apply for Visa Issuance at KVAC by providing the
documents required for ‘For those who possess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number’ listed next page.
[Option 2]
You can check if you are eligible for D-10-1 Job Seeker Visa. If you are eligible and granted visa, you can do
internship in Korea up to 6 month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3-1 OR C-4-5 Internship Visa (up to 90 days, Single Entry ONLY)
Documents to be submitted:
1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please do not print double-sided, electronic signature not permitted)
2

Passport with at least 6 months remainder validity

3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please glue your photo on the application form)

4 Work contract with both parties’ signatures/seal and date
5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Korean Company issued within 3 months

6

(if applicable) If this internship is part of your graduation program, submit a relevant document proving this

7

Proof of Payment Receipt

8

KVAC Waiver Courier
Please clearly write down the address where you wish to have your passport sent back including C/O.

9

KVAC Consent Form and Terms of Use
On page 2,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please write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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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1 Job Seeker (more than 90 days, Single Entry ONLY)
Documents that are issued abroad must be translated into Korean or English and be apostilled or
notarized in the issuing country prior to submission.
A person who plans to engage in a training or find a job in a qualified sector, such as Professor (E-1), Foreign
language instructor (E-2), Researcher (E-3), Technology instructor/technician (E-4), Professional (E-5), Artist/Athlete
(E-6) excluding adult entertainment, Special ability (E-7), fulfils corresponding qualification and at least 20 points in
standard criteria scoring in total over 60 points based on Points System.
* The activities related to Artist/Athlete(E-6) status only includes pure art or sports and excludes adult
entertainment businesses.
Applicant must score at least 20 points in ‘Standard Criteria’ and more than 60 points in total to be eligible:
Documents to be submitted:
1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please do not print double-sided, electronic signature not permitted)
2

Passport with at least 6 months remainder validity

3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please glue your photo on the application form)

4 Detailed plan for seeking employment (free format, max. 3 pages on A4) and CV written in Korean or English
5

Copy of highest education degree certificate (Bachelor’s degree or higher)

6

Financial Proof issued within 2 weeks proving financial ability to cover expenses in Korea

7

(if applicable) Proof of work experience
Certificate of previous or/and current employment which states position and duration in detail

8

(If applicable) For researchers who have completed a programme in Korea
Education certificate issued by the Head of institute which states research topics, performance and duration
- Institute researcher: completion certificate
- Trainee institute: completion certificate
- Exchange student: proof of record by the Dean of university

9

(if applicable) Proof of Korean proficiency
Valid TOPIK or KIIP certificate

1
0

(if applicable) Recommendation letter for employment
- Recommendation by the Head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ministry
- Recommendation by the Head of Korean diplomatic mission

1
1

(if applicable) Proof as a high-income Professional
Income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 issued by local official

1
2

Proof of Payment Receipt / 송금내역서

1 KVAC Waiver Courier / 우편 접수 시 책임면책서
3 Please clearly write down the address where you wish to have your passport sent back including C/O.
1
4

KVAC Consent Form and Terms of Use / KVAC 이용 약관 동의서
On page 2,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please write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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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hart is a reference. Having more than 60 points does not guarantee your visa issuance.
점수제 구직비자 (D-10-1) 배점표 / POINTS SYSTEM
Points Category

Age
Standard
Criteria
Level of
Education

20-24

10

25-29

15

30-34

20

35-39

15

40-49

5
Associate degree

15

Bachelor's degree

15

Master's degree

20

Doctorate degree

30

In Korea

Abroad

1-2 years

3-4 years

5

3-4 years

5-6 years

10

+5 years

+7 years

15

Study in
Korea

Training in
Korea

Points

In Korea/Abroad

Job
experience

Optional
Criteria

Criteria

Associate degree (in the last 3 years)

5(30)

Bachelor’s degree (in the last 3 years)

10(30)

Master’s degree (in the last 3 years)

15(30)

Doctorate degree (in the last 3 years)

20(30)

Research Student (D-2-5)
Exchange Student (D-2-6)
Trainee National Public Institute (D-4-2)
Trainee Private Institute (D-4-6)

Between
12 to 18 Months

3

More than 19 Months

5

12 Months ~

3

Grade / Level 5+

20

Grade / Level 4

15

Grade / Level 3

10

Grade / Level 2

5

Korean Language Trainee (D-4-1)

Korean
proficiency

Extra points

Points
deduction

TOPIK / KIIP

Recommendation by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ministry OR by the
head of Korean diplomatic mission

20

A graduate of a university listed on the Times' Higher World University Rankings

20

A previous employee of a listed company on the Fortune's Global 500 companies

20

Bachelor’s degree (including Associate degree in Korea) holder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

5

High-income Professional (over 50,000 USD)

5

Number of Violations

1

2

3

Immigration Act

5

10

30

Any other Korean laws

5

10

30

Remark

50

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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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ose who possess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number
사증발급인정 번호를 보유한 자

Documents to be submitted:
1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Form (no 21) all fields filled and signed (electronic signature not permitted)

2

Passport with at least 6 months remainder validity

3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please glue your photo on the application form)

4

Address in Korea and contact information on a separate paper

5

Proof of Payment Receipt/ 송금내역서

6

KVAC Waiver Courier / 우편 접수 시 책임면책서
Please clearly write down the address where you wish to have your passport sent back including C/O.

7

KVAC Consent Form and Terms of Use / KVAC 이용 약관 동의서
On page 2,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please write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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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I check my Visa Status? Can I re-print my Visa Grant Notice?
비자 신청 현황 조회 방법 및 사증발급확인서 출력 방법
Applicants can check their visa status from the website www.visa.go.kr > Check Application Status
모든 신청인은 www.visa.go.kr 에서 조회 가능 >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 Select Diplomatic Office / 재외공관 선택
> Note for Name in English / 영문성명 입력 시 주의사항
Please enter your Name in English that appears at the machine-readable zone located at the bottom of the identity
page of your passport.
영문성명은 신청 시 제출한 여권의 인적면 하단에 있는 기계식별판독부분을 기준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Note for Date of Birth / 생년월일 입력 시 주의사항
Date of Birth must be written as YYYY-MM-DD. 년-월-일 순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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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s there no Visa Sticker on my passport?
왜 여권에 사증스티커가 없나요?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issue sticker type of Visas anymore. Visa Grant Notice is your Entry Visa.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스티커 형태의 비자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사증발급확인서가 입국 비자 입니다.

For short-term visas, you can stay in Korea up to 90 days from the date on entry in Korea.
단기 비자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 일 간 체류 가능.

How to understand your VISA GRANT NOTICE
•

Date of Issue ~ Validity Period of Visa: ALWAYS 90 DAYS VALID AND APPLICANT MUST
ENTER REPUBLIC OF KOREA DURING THIS PERIOD
Date of issue starts as soon as your visa is issued – no customization/change possible. Please plan your application with
this information and in consideration of the processing time: 2-4 weeks upon COMPLETE submission

•

Period of Stay: Applicant can stay during this period starting from date of entry in Republic
of Korea and IF LONGER THAN 90 DAYS, Applicant must visit IMMIGRATION OFFICE IN
KOREA to get ‘Alien Registration Card’ for the full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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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Please read through the following questions carefully to see
if we already provided answers to your questions before contacting us directly.

Frequently asked Questions
1.
2.
3.
4.
5.

[Student Visas ONLY] How do I fill out the Visa Application Form?
Can I submit copies?
What is a Visa Grant Notice?
[For Long-term Visa Holders] What do I do after I enter Korea?
[All others] How do I fill out the Visa Application Form?

1. [Student Visas ONLY] How do I fill out the Visa Application Form?
> When filling out the application form No. 17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notes.
1.2
1.7
2.2
6.2
7.1
7.2

Leave it BLANK/EMPTY
If you do not have National identity card other than passport, leave it BLANK/EMPTY
e g. D-2-2/D-2-6 … as written on the CoA
Your current school
Tick ‘V’ Student
Your current school information

8.1
8.2
8.3
8.4
8.5
8.7

Tick ‘V’ 유학/연수 Study/Training
Duration indicated on your ‘Certificate of Admission’ under 5.
Even if you do not have a flight ticket yet, indicate a possible entry date
If you do not have a place to stay in Korea yet, write down the school address
If you do not have any contact person in Korea, write down the phone number of your school
You are not obliged to write down all the countries visited, please feel free to indicate up to 5 countries you
visited last

9.1 You do not need to fill this part. Please tick ‘V’ 아니오 No
10.2 If you are paying for yourself, then please write b) Relation to the applicant as ‘Myself’

2. Can I submit copies?
> For your visa application we only need your Original Passport.
All other documents you received from Korea can be printed from your email (in high quality) or copied.
> If you’re sending an original you wish to receive back (besides your passport), please put a note on that specific
document or submit copie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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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at is a Visa Grant Notice?
> The Visa Grant Notice is your ENTRY VISA to Korea. There will be no sticker or stamp in your passport
anymore.
For STUDENTS, your visa will be issued according to the duration indicated on the ‘Certificate of Admission’.

> Although your Certificate of Admission indicates ‘6 Months’ or more, you will see on your Visa Grant Notice
(photo below) that the visa is valid for only 3 months.
This is because this is your Entry Visa to Korea which means you can enter Korea from another country within the
dates written under ‘Date of Issue’ and ‘Validity Period of Visa’.
Under ‘Period of Stay’, the complete duration of your VISA will be shown as indicated on the ‘Certificate of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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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r Long-term Visa Holders] What do I do after I enter Korea?
> After you enter Korea, you must go to the Immigration Office in Korea to register yourself as a foreigner living in
Korea. At the Immigration Office in Korea, you will receive an Alien Registration Card which will indicate the type
of visa you have.
> The Embassy does NOT issue nor extend validity of ARC.
> ARC must be returned to the immigration office or immigration officer at the departure airport or port upon final
departure. FAILURE TO DO SO WILL RESULT IN FINE.

> For all questions (extension of your visa, changing visa type, etc.) regarding Immigration Services after you have
entered Korea, please contact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oper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t +82-1345.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_eng/1862/subview.do

5. Where is my passport?
> Once your visa decision has been made and if you requested to have your
passport sent back to you via courier, your passport will be sent back using La
Poste Registered Mail Service.
What is the procedure?
1.
KVAC staff packs your Passport and Visa Grant Notice in an envelope.
2.
Every morning La Poste delivery man comes to KVAC Paris to collect
the envelopes as per agreement.
3.
Envelopes are taken to the La Poste Office: 18 bd Chapelle, 75018 Paris
KVAC is unable to give any information regarding the delivery time of La Poste.
Please direct your inquires to La Poste.
You may request Tracking Number via email to KVAC Paris. Otherwise, KVAC does not send the tracking number
to you.
> If you need a tracking number, please send us an email. kvacfrinfo@iom.int
(Email Title : Your Name / Tracking Number > e.g. SMITH, Adam / Tracking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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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ll others] How do I fill out the Visa Application Form?
> Please refer to the pictures below. This is a sample. You must fill and sign according to your ow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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