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각 질문에 대해서 해당되는 번호에 「○」를 해주십시오.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질문1. 별첨 “일한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했습니까?
답1.  ①예              ②아니오

질문 2. 별첨 “일한 워킹 홀리데이 제도”의 취지나 취업제한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합니까?
답 2.  ①예              ②아니오

질문 3. 당신의 주된 방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3.  ①관광            ②다른 문화 체험

         ③취업            ④기타 (                         )

질문 4. 일본에서 취업할 예정이 있습니까? 
// 계획서에 적은 내용대로 솔직하게 기입.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도 해당
답 4.  ①예              ②아니오

질문 5. (질문4.에서 ①이라고 대답하신 분만) 취업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답 5.  ①예              ②아니오

질문 6. (질문5.에서 ①이라고 대답하신 분만) 구직방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답 6.  ①지인의 소개
         ②신문, 잡지, 인터넷(구체적으로                                           )
         ③한국국내의 업자를 통한 알선
         ④기타(                                     )

질문 7. (질문 5.에서 ②라고 대답하신 분만) 예정하고 있는 구직방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 합니까?
  답 7.  ①지인의 소개
         ②신문, 잡지, 인터넷(구체적으로                                            )
         ③기타(                                     )
       

          년       월      일

// 사증신청서 신청일과 맞춤

본인서명                            

조사표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제도

1. 개요･제도 취지

일한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일한 간의 협정에 기초해 양국이 상대국 청소년들에게 그 나라의 문화나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 나라에서 일정기간 휴가를 보내 는 활동과 그 동안의 체재비를 보충
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취업을 상호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2.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발급요건
일본은 정해진 발급수의 범위 내에서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1년간 유효한 워킹홀리데이
를 위한 단수 입국사증을 발급합니다.

①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③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 이하(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④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⑤유효한 여권과 귀국을 위한 비행기표(혹은 귀국 시 비행기표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를 소지 할 것
⑥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약 250만원)을 소지할 것
⑦건강할 것
⑧이전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 받은 적이 없을 것
⑨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3. 신청수속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취업 등에 대해서
일본은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서 최장 1년간의 휴가를 보내는 활동과 이를 
위해서 필요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유흥업 등, 
워킹 홀리데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직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일본 체재 중에 직업 알선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전국의 헬로워크(Hello Work : 일본의 고용안정센터) 및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소재하는「외국인고용서비
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통역을 배치하고 있는 헬로워크
http://www.mhlw.go.jp/bunya/koyou/gaikokujin.html#topics

○「도교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
http://tokyo-foreigner.jsite.mhlw.go.jp/home.html 

　　⊩163-0721　東京都新宿区西新宿2-7-1　小田急第一生命ビル　21階  

　　TEL：03-5339-8625 　FAX：03-5339-8654

http://www.mhlw.go.jp/bunya/koyou/gaikokujin.html#topics
http://tokyo-foreigner.jsite.mhlw.go.jp/home.html


○「나고야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
http://aichi-foreigner.jsite.mhlw.go.jp/ 

　　⊩460-0008　名古屋市中区栄4-1-1　中日ビル12階  

　　TEL：052-264-1901　FAX：052-249-0033

○「오사카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
http://osaka-foreigner.jsite.mhlw.go.jp/home.html
⊩530-0017　大阪市北区角田町8－47 阪急グランドビル16階  

　　TEL：06-7709-9465　FAX：06-7709-9468

5. 기타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후, 주소를 정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의무가 발생합
니다. 

http://aichi-foreigner.jsite.mhlw.go.jp/
http://osaka-foreigner.jsite.mhlw.go.jp/hom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