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ll documents must be scanned and must be in Indonesian or English. 

 
 
Tourism 
 
 

1. Passport (Color) 

2. Photograph 

3. Guarantee Letter issued by Travel Agent in Indonesia or Korea/ Hotel 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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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Flight ticket for a round trip 

6. Covid19 Vaccine Certificate minimum 2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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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Travel Insurance with Covid19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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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Proof of hotel reservation in Indonesia (Name of all the guests must be written on 
the reservation) 

11. Family certificate (If you apply for the visa along with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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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final balance must be USD2000 or higher.  

 For Statement Letter, please print out the form on page 3 and then scan & att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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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 it. 

 In the case of point no. 3 about guarantee letter, there is no specific form of 

guarantee letter, but all the points written below must be included: 

1. Company-travel agency/hotel-official head letter, 

2. Stamp of the company name and Sign of the head of the company/agency, 

3. The receiver is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4. Visa applicant's passport information, 

5. Travel period, travel destination, and travel information, 

6. It must be written that the travel agency or the hotel as the sponsor ensures 

and guarantees the visa applicant (such as the sponsor is responsible for any 

problems related to the visa applicant in Indonesia). 

7. If a person under age (under 18 years old) wants to apply for the visa, please 

upload a bank statement of the parents with a family certificate. 

 

  



<관광 목적의 경우> 

 

• 구비서류 : 

 

1) 여권  

2) 신분증 앞, 뒷면 

3) 사진 

4) 인도네시아 또는 한국에 있는 여행사, 혹은 인도네시아에서 머물 호텔로부터 발급받은 

신원보증서(개런티 레터)  

5) 왕복 항공권 

6)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7) (여행자) 보험 증명서 

8) 은행 잔고 증명서 

9) 서약서 

10) 호텔 예약확인증(비자 신청자의 성명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여러 명일 경우도 예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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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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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어야 함 

* 미성년자의 비자를 신청할 시, 부모의 은행잔고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해야 함 

* 호텔 예약확인증의 경우, 일행 단위(가족 등)로 비자 신청할 시에도 모든 구성원의 성명이 확인

되어야 함 

* 서약서의 경우, 다음 페이지(3페이지)에 기재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 혹은 

Guidance > Download(Unduh) 클릭하여 양식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 

* 4번 신원보증서(개런티 레터) 의 경우, 신원보증서의 양식은 따로 없으나 1)회사-여행사/호텔-

공문지에 작성, 2)하단에 회사명판직인서명, 3)대사관을 수취로 해야 함, 4)비자신청자의 여권정

보, 5)여행기간, 여행지, 머물호텔 등의 여행정보 기재 가 필수임. + 신원보증서를 만들어주는 여

행사 혹은 호텔이 인도네시아에서의 비자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필수로 기재되어

야 함(인도네시아에서 비자신청자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시 스폰서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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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