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SA REQUIREMENTS 

 

※ All documents must be in English or Indonesian and scanned then upload it. 

※ It is possible to enter the country only after completing the second or more COVID-19 

vaccinations, but if you're not possible to received the vaccination due to underlying 

diseases, so you must get a doctor's note or statement letter in English issued by a 

national hospital (or university hospital) and upload it. 

※ Minors under the age of 18 do not need to attach a 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 

 

Business Visit 

1. Passport (Color) 

2. Photograph 

3. Travel Order issued by Korean Company 

4. Invitation letter from Sponsor/Company in Indonesia 

5. Korean Identification Card or Alien Registration Card (both sides) 

6. Flight ticket for a round trip 

7. Covid19 Vaccine Certificate minimum 2 doses 

8. Statement letter willing to obedient with all applicable health protocols in Indonesia 

9. Travel Insurance with Covid19 coverage 

10. Bank Statement for last 3 months minimum USD 2000 (Must be Bank in Korea) 

 

* For Travel Order from Korean Company/Institute, there is no designated form, but the following 

information must be included:  

 
1. Fill out the company's/institute's official head letter (required by company nameplate seal at the  
    bottom). 

2. Recipient (main embassy) and the date. 

3. Visa applicant's passport information. 

4. Description of purpose of visit and duration of visit (not simple business meeting). 

5. Obidient with Indonesian law and quarantine rules and take responsibility in case of any    

    Problem. 

 



* For bank balance certificates, the details must be verified within the last 3 months and the final 

balance must be USD2000 or higher, and it is okay to attach either the visa applicant's or the 

sponsor's 

 

* For Statement Letter, please print out the form on page 5 and then scan & attach it, or click 

Guidance > Download (Unduh) to print out the form, fill it out, scan it, and attach it. 

  



 

비자 구비서류 

 

※ 모든 구비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모든 구비 서류는 인니어 혹은 영문만 가능 

※ 코로나 백신 접종 2 차 이상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입국이 가능하나, 기저질환 등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엔 국립병원(혹은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의사 소견서를 대신 

첨부해야 함 

※ (국제 나이 기준)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첨부할 필요 없음  

 

 

<비지니스 목적의 경우> 

- 비지니스 미팅, 물건 구매, 회의 목적이 이 경우에 해당함 - 

 

• 구비서류 : 

1) 여권  

2) 신분증 앞, 뒷면 

3) 사진 

4) 한국 스폰서 측에서 발급한 출장증명서 

5) 인니 스폰서 측에서 발급한 초청장 

6) 왕복 항공권 

7)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8) (여행자) 보험 증명서 

9) 은행 잔고 증명서 

10) 서약서 

 

 

* 출장증명서 의 경우, 지정된 양식은 따로 없으나 하기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1. 회사 공문지에 작성(하단에 회사 명판 직인 등 필수) 2. 수취인(본 대사관)과 날짜 등 기재 3. 비자 

신청자의 여권 정보 기재 4. 방문 목적과 방문 기간 등 상세히 기술(단순한 Business meeting 기재 불가) 

5. 인도네시아의 법과 방역 수칙 등을 준수하며 문제가 생길 시 책임지겠다는 등의 Guarantee 내용 

기재 

* 보험 증명서의 경우, 코로나 걸렸을 시의 비용 등까지 커버한다는 내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 은행 잔고 증명서의 경우, 최근 3 개월 이내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 잔액이 USD2000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신청자의 것 혹은 스폰서의 것 둘 중 하나만 첨부해도 무방함 

* 서약서의 경우 다음(5 페이지)에 기재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 혹은 Guidance > 

Download(Unduh) 클릭하여 양식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 

 

  



 

STATEMENT LETTER 

 

(DATE/날짜) 

 

 

To  

Embass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 Korea 

 

Along with this letter, we explain that : 

 

Name/이름    : 

Date of Birth/생년월일  : 

Passport Number/여권 번호  : 

Address/주소    : 

 

Will comply with the Covid-19 health protocol that has been determined by the Indonesian 

government as stated in the administrative circular. 

 

Seoul, 

Sincerely  

 

(Sign/Stamp)  

 

FULL N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