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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방법 설명 

다음의 절차를 자세히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입국요건 

o 입국 사증 필요 

o 현지에 도착하여 입국 시에도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때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국(공항)에서의 출국자체가 거부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도착비자 보다 사전에 비자를 받기를 적

극 권장하는 바임. 

o 부르키나 파소 입국 시에 받는 도착비자는 체류기간이 3주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함. 

o 입국 최소 10일 전 황열병 예방접종을 하고 입국 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지참. 

     *접총처 : 인천검역소(032-740-2703), 국립의료원(02-2262-4833) 

 

 2. 비자발급절차 

o 해당 비자의 서류접수료를 계좌이체하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영사관에 발송할 것. 

o 비자 신청 작성시에는 작성법에 따라 모든 항목을 작성 해야함.  

o 제출 서류(2016년 6월 기준) 

1) 비자신청서: 대사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문서로 작성. 인쇄 후 서명란에 자필 서명 

 (앞장과 뒷장 모두 반드시 자필로 여권과 동일하게 서명해야 함) 

                        신청서에 여권 사진 부착 금지 

     2) 사진 2장: 3.5cm*4.5cm, 배경 흰색, 최근 3개월 이상 촬영된 것 

     3) 여권 원본: 출국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4) 왕복항공권 사본 1부: 전자항공권 가능 

     5) 황열병 예방 접종 카드 사본 1부(Yellow card)  

     6) 초청장 원본 1부: 방문 목적, 기간, 방문인의 성명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함. 

                          출장일 경우에는 영문 출장증명서 원본을 제출(방문국가, 기간, 목적 등 명시) 

    7) Guarantee Letter 1부:  신청자 본인이 작성, 서명 필요.  형식은 첨부파일 참고할 것 

8) 비자 서류접수료 계좌이체 확인증 및 영수증 

 

     *비자신청서의 항목이 누락되거나 입력정보 불일치인 경우 발송 불가함 

     *제출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발송 불가함 

     *제출서류는 우편으로만 받고 팩스로 받는 것을 일체 불가함 

     *성명, 연락처, 비자종류, 회신 받을 주소를 명시한 메모와 함께 서류를 보내야 함 

        

  o 서류접수료(2017년 12월 기준) 

      1) 통과 비자 (1-3일): 136,500원 

      2) 단기(Tour) 비자 (1-90일)  

            -단수 입국: 208,000원     -복수 입국: 239,000원 



 

페이지 2 / 2 

 

      3) 상용(Business) 비자 (1-90일) 

            -단수 입국: 231,200원     -복수 입국: 270,000원 

      4) 장기 비자 (최대 6개월) 

            -단수 입국: 244,300원     -복수 입국: 271,200원 

      5) 장기 비자 (12개월) 

            -단수 입국: 285,600원     -복수 입국: 312,500원 

            (장기비자 복수입국의 경우, 12개월 동안의 복수 입국을 증명할 항공권 및 증명서류 혹은 추

천서 필요) 

 

*비자 종류에 맞게 접수료가 입금되지 않으면 발송이 불가함 

*컨퍼런스, 포럼 등 행사 참여 및 선교 목적의 여행일 경우에도 모두 상용비자로 신청해야 함 

*비자 발급 거절 시 환불 불가 

 

3. 기타 안내 

o 비자 발급 소요일: 약 14일 

o 비자 서류 보내실 곳: 서울 관악구 신림로 59길 23 삼모스포렉스 1014호 (우편번호:08776)  

                            주한 부르키나파소 명예영사관 앞 

(비자 발급 완료 시 여권을 우편 수령하실 주소지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요망) 

o 비자 비용 입금계좌: 농협은행 302-1175-0039-31 (예금주 :김기석(부르키나파소명예영사관)) 

     *주의 사항* 

      -입금 시 반드시 비자신청인의 이름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의 비자신청비용 입금 시 대표자 이름과 신청인 수를 적어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대표자)을 포함하여 총 3인이 비자 신청할 경우 -> 홍길동3 

o 비자 영수증: 필요시 사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유념해야 할 사항  

o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부족하면 서류 미비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음 

o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o 비자 서류를 접수했다고 하여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o 신용카드 결제 불가(계좌이체만 가능) 

 

5. 관련 문의 사항 

o 비자발급담당관  

 Tel : 02-885-6422   /   E-mail : korea.burkinafas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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