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술 문제 ]  
신청서 작성을 위한 웹 프로그램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8.0 이상의 버전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인도정부에서 만들어졌으며 관리되고 있습니다.  BLS Service Korea에서는 이 신청
서 프로그램에 접근, 수정, 파일 업로드, 기술 지원 등의 어떠한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mportant Notice 주의사항*
세 번째까지 입력을 마치신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검토 할 수 있는 전체 신청서가 
나타납니다. 신청인의 모든 정보가 올바르게 적혀 있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하신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수정이 필요할 경우“Modify/Edit”버튼을 클릭하세요. 

모든 검토가 끝난 후 “Verified and Continue”버튼을 누르시면 최종 신청서 접수가 완료 되
며“Continue”버튼을 누른 이후에는 어떠한 수정도 불가능합니다. 이후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처음부터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기록해 놓아야 할 중요정보 ]
1. 임시 접수 아이디_Temporary Application ID 
일단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맨 위에 임시 접수 아이디가 나옵니다. 반드시 그 아이디를 기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save and continue”버튼을 누르지 않고 창에서 나간 경우 작성하신 
모든 정보는 다시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한 신청서를 다시 불러들일 때 필요하므로 반
드시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 파일 번호_File Number  
“Verified and Continue”버튼을 눌러서 신청서가 등록이 되면 신청인의 성명, 파일 번호(File 
Number)가 나타납니다. 파일 번호는 임시 접수 아이디(Temporary Application ID)와는 별개의 
번호입니다. 신청서 재출력을 원할 경우 임시 접수 아이디가 아닌 파일 번호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파일 번호를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권상에 있는) 성

(여권상에 있는) 이름

성별

출생일/월/년

출생도시

출생국가 

외국시민권자의 신분증 번호

종교

신체특이사항

학력사항

국적

                       

선택

이전 국적

신청인의 여권번호

발급처

발급일(일/월/년 순)

만료일(일/월/년 순)

발급국가 

여권번호, IC번호

발급일

발급처

국적

*필수 입력 항목

저장 후 다음 단계     저장 후 나가기

국적 취득: 출생/귀화

해당 인도대사관

신청인 정보

여권 정보

다른 유효한 여권이나 신분증이 있습니까?

*달력 사용팁*  
연월일 기입은 캘린더를 사용하셔
도 되고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하실 때는 일/월/년 형식
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예>1985년 5월 23일 =>23/05/1985
 
*항목선택바 사용팁*
선택항목이 많을 경우 스크롤을 내
리지 말고, 이니셜 첫자만 누르면 보
다 손쉽게 원하는 항목의 선택이 가 
능합니다.

예>국적 선택시 한국[Korea(Republic 
of)]인 경우, “K”를 누르면 K로 시작
하는 국가로 바로 이동합니다.

Surname 성    여권에 표기되어 있는 스펠링과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Given Name 이름     
여권에 표기되어 있는 스펠링과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가운데 이름(middle name)이 있
다면 이 칸에 적어 주십시오. 하이픈(-)이 있는 경우 생략한 후 띄어쓰기를 해 주십시오.

Have you ever changed your name? 개명 여부
만약 개명한 적이 있는 경우 “yes”버튼을 누르신 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Country of birth 출생국가
신청인이 태어난 국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동일한 국가여야 합니다.

Citizenship / National ID No. 외국 시민권자의 신분증 번호
현 국적 이외의 다른 나라 시민권자의 경우 신분증 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아닌 경우 NA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Religion 종교
신청인의 종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트에 없는 경우“others”를 선택한 후 박스에 기
입하면 됩니다. 무교의 경우엔 NA로 표시하십시오.

Visible identification marks 신체 특이사항
신체에 외관상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문신, 흉터, 모반 등
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런 기입사항이 없으신 경우엔 NA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Educational Qualification 학력 사항 - 신청인의 학력 사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BELOW MATERICULATION 중학교 이하의 학력 ● GRADUATE 대학교 졸업자

● HIGHER SECONDERY 고등학교 졸업자 ● ILLITERATE 문맹

● MATERICULATION 중학교 졸업자 ● POST GRADUATE 석사, 박사 과정

● NA BEING MINOR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 ● OTHERS 기타

● PROFESSIONAL 전문인

Did you acquire citizenship by birth or by naturalization? 국적 취득 방법
By birth: 출생, 태생의 경우
By naturalization: 귀화한 후에 국적을 얻은 경우 이전 국적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정보는 신청인의 사진이 있는 여권 부분의 정보와 전부 동일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Place of Issue 발급기관
여권 발급 기관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MOFAT(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Date of Expiry 만료일
여권의 만료일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일/월/년의 순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달력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직접 기입 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규정 상 인도 비자를 받기 위해
서는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Any Other valid passport/Identity certificate held 복수 여권 혹은 다른 나라 신분증 소지여부
현재 또 다른 유효한 여권 혹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yes”버튼을 누른 후 자세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모든 필수 입력 항목을 작성했다면 “Save and Continue”버튼을 선택하여 다음 페이지를 작성해 주십시오. 

*반드시 임시 접수 아이디(Temporary Application ID)를 따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Save and Exit”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임시 접수 아이디를 입력하여 추후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비자양식작성안내 
How to apply for an Indian Visa form 



현주소

시

도

우편번호 (하이픈-은 입력안됨)

국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인의 본적지 주소

              아버지 정보      

아버지 성명

국적

이전 국적

출생지

출생국가

               어머니 정보

어머니 성명

국적

이전 국적

출생지

출생국가

신청인의 결혼여부
               배우자 정보

배우자 성명

국적

이전 국적

출생지

출생국가

해당시 상세설명

현 직업

회사명

직함

회사주소

전화

과거 직업

기관

직함

직급

근무지(도시명 기입) 

*필수 항목

군인/군무원/경찰/보안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셨습니까?

조부/조모가 파키스탄 국적자입니까?

저장 후 다음 단계                            저장 후 나가기

신청인 주소 정보

가족 정보

신청인 직업 정보

*Applicant’s Address Details 신청인의 주소 정보*

Present Address 현재 주소

<현주소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정확한 주소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Permanent 본적 주소
만약 본적이 현주소와 일치한다면,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십시오.
만약 본적이 현주소와 다르다면, 우편번호를 포함한 본적 주소를 기입해 주십시오. 

*Family Details 가족 정보* 

신청자의 아버지/어머니/배우자의 모든 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관련 정보는 모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Were your Grandfather/Grandmother (paternal/maternal) Pakistan Na-
tionals or belong to Pakistan held area? 파키스탄 국적의 가족 관계 여부
당신의 할아버지/할머니 (부계/모계) 는 파키스탄 국적이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Profession / Occupation Details of Applicant 신청인의 직업 정보* 
Present Occupation 현재 직업 
현재 직업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만약 신청인이 가정주부, 학생이나 미성년자라면, 배우자/아버지의 직업을 기입해 주십시오.

Employer Name/business 회사이름/사업
신청인이 속해있는 회사명이나 사업 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Designation 직함 _ 직함을 입력해 주십시오.

Address 주소: 회사의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Phone 전화번호: 회사나 고용주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Past Occupation 과거 직업
현재 직업과 다른 직업이 있다면 맞는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Are/Were you in a military/semi-military/police/security Organization?  
국가 소속 여부 

당신은 군대/경찰/안전보안기구 등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거나 과거에 소속 되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속한/속했던 조직, 직함, 등급 그리고 근무처를 입력하세요. 아니라면,

‘No’를 선택해 주십시오.

두 번째 페이지의 모든 필수 입력 항목을 작성했다면“Save and Continue”버튼을 선택하여 다음 페이지를 작성해 주십시오. 

*반드시 임시 접수 아이디를 따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Save and Exit”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임시 접수 아이디를 입력하여 추후에 이어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사진규정안내

● 최근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 정면을 바라본 사진       ● 흰색 배경

● 사진 부착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얼굴이나 배경에 그림자가 없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머리 중심이 프레임 안에 있고 머리끝부터 턱까지 전체가 나타나야 합니다.

2 inch

2 inch
(약5cm)

2.5~ 3.5cm

3.5~4cm



인도내 보증인/숙박업체의 이름

인도내 보증인/숙박업체의 주소

인도내 보증인/숙박업체의 전화번호

한국내 보증인의 이름

한국내 보증인의 주소

한국내 보증인의 전화번호 

*필수 항목

저장 후 다음 단계                                         저장 후 나가기

비자 신청 정보

인도 방문 기록

추가 정보

참조

신청비자종류

비자유효기간

입국횟수(단수/복수/기타)

방문목적

입국 예정일(일/월/년 순)

입국 공항

지난 인도방문시 머물렀던 주소

 

방문했던 인도 도시

(콤마,로 구분해 주세요)

이전 인도비자번호

비자종류

발급처

발급일

세 번째  페이지의 모든 필수 입력 항목을 작성했다면 “Save and Continue”버튼을 선택하여 다음 페이지를 작성해 주세요. 

*반드시 임시 접수 아이디를 따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Save and Exit”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임시 접수 아이디를 입력하여 추후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Details of Visa Sought 신청할 비자 정보* 

Visa type 비자타입 - 신청하실 비자타입을 선택해 주십시오.

*주의 사항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인도방문 목적
과 신청한 비자가 동일한지에 대하여 인도대사관에서 철저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후 문제가 발생 할 시 비자발급이 지연 될 수 있거
나 경우에 따라 올바른 비자타입으로 새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
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Duration of Visa (in Months) 비자유효 기간 (개월 수)

6개월, 12개월, 60개월(5년), 120개월(10년)

No. of Entries 방문 횟수
Single 단수
Double 더블
Triple 트리플
Multiple 복수
원하는 방문횟수를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횟수는 인도대사관 영사과에서 검토 후 결정됩니다.

Purpose of Visit 방문 목적
*주의 사항 인도방문 목적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비자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pected Date journey 입국 예정일
대한민국 혹은 자국(Home Country)에서 출국하는 날짜를 기입해 주십시
오. (일/월/년 순으로 기입)

Port of Arrival in India 입국하는 공항/항구
인도 내에 도착하는 도시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Previous Visit Details 이전 인도 방문 정보* 

Have you ever visited India before? 인도 방문 여부
인도를 한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인도를 방문한 신청
인은 머물렀던 도시이름, 주소, 이전에 받았던 인도 비자의 종류와 비자
번호, 그리고 비자발급 날짜, 장소를 기입해 주십시오.

Has permission to visit or to extend stay in India 
previously been refused?  인도비자 거부 사실 여부
전에 인도비자발급이나 연장이 거부된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기입해 

주십시오. 해당사항이 아닌 경우 빈칸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Other Information 추가 정보* 

Countries Visited in Last 10 years 최근 10년간 방문한 국가
최근 10년간 방문했던 나라들을 기입해주세요. 쉼표(,)를 사용하여 구

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보증인 정보* 
인도와 한국의 보증인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름, 주소 및 전화번

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인도 내에 보증인이 없는 경우 숙박업체의 전화

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한국 내의 보증인의 신청인의 부모님을 적

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신청서는 인도정부에서 만들어졌으며 관리되고 있으며, 인도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신청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기로 신청서를 고치는 것 또한 비자발급이 거절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신청
서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Important Notice 주의사항*
세 번째까지 입력을 마치신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검토 할 수 있는 전체 신청서가 나타납니다. 신청인의 모든 정보가 올바르게 적혀있는지 마지막으로 검토
하신 후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수정이 필요할 경우“Modify/Edit”버튼을 클릭 하세요. 모든 검토가 끝난 후 “Verified and Continue”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 신청서 접수가 완료 되며“Continue”버튼을 누른 이후에는 어떠한 수정도 불가능 합니다. 이후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처음부터 
새로 작성 해야 합니다.

“Verified and Continue”버튼을 눌러서 신청서가 등록이 되고 나면 신청인의 성명, 파일번호(File number)가 나타납니다. 파일 번호는 임시 접수 아이디(Temporary 
Application ID)와는 별개의 번호입니다. 신청서 재출력을 원할 경우 임시 접수 아이디가 아닌 파일 번호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파일 번호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프린드하기

프린트 및 서명 >

“Print Form”을 눌러 신청서를 프린트하시면 두 장의 신청서가 출력됩니다. 만약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PDF파일을 저장한 후 나중에 프린트를 하
시기 바랍니다. 혹은 파일 번호를 알아 두셨다가 나중에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청서에 사진을 붙이신 후 그 아래에 있는 서명란에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신청서 하단에도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서명은 필히 여권에 서명한 것과 같은 서명이어야 합니다. 신청서 두 페이지에 어느 한 곳이
라도 서명이 없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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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