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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체크리스트  
 

신청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섹션A : 공통 서류 

ㅁ 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 에 접속하셔서 비자 신청서를 작성 후 인쇄해주세요. 

ㅁ 최근 촬영된 사진 2장: 본 웹사이트의 사진 규정 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ㅁ 여권: 여권만료일은 비자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여권상 빈 VISAS 페이지는 3페이지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ㅁ 여권 사본 1장 

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1장 

ㅁ 결제방식 확인 

(a) 무통장 입금증 

- 예금주: 브이에프에스코리아 

- 은행명: KEB 하나 은행 

- 계좌 번호: 192-910009-22504 

(b) 온라인 이체 확인증 

 

유의사항: (a) 또는 (b)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해주십시오. 개인/회사 수표, 모바일/폰뱅킹 입금증, ATM 영수증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ㅁ 인도비자접수센터 예약완료 확인증 

ㅁ 인도 방문 여행 일정표 – 방문 국가 / 날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주세요.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하시어야 합니다.  

 

섹션B :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추가  서류들  

조건 1 : 외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증 앞뒷면 사본 

유의사항: 일부 국적인에게는 이 외의 기타 서류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인터뷰는 오전 9-11시에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건 2 :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시 

 한국과 인도간 양국 협정에 따라, 한국 관용/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의 관용/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반드시 주한 인도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조건 3 : 이전에 취업비자 또는 사업주 상용비자를 취득하신 적이 있는 경우                                      

 이전에 취업비자 또는 사업주 상용비자를 취득하신 적이 있는 경우, 아래의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a) 이전에 취업비자를 취득하신 경우, No Objection Letter와 최근 2년간의 세금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B) 이전에 사업주 비자를 취득하신 경우, 최근 2년간의 세금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 ] 인터뷰 필수 

 

유의 사항: 본 조건은 취업비자 또는 사업주 상용 비자를 취득후 처음으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섹션C : 중요사항  

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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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유효기간은 인도 입국일이 아닌 비자 발행일로부터 시작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접수 및 각종 서비스 수수료는 비자 신청서 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