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별 비자 수수료 
 

비자 수수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책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는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을 대신하여 비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 수수료는 미화(USD)로 

납부해야하며 신청인의 국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자수수료는 비자심사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비자발급 결과와 

관계없이 비자신청 시에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따라서 비자발급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본 심사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신청에 따른 기본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미화 USD) 

비자 구분 금액 

체류기간 90 일 이하의 단수비자 40 

체류기간 91 일 이상의 단수비자 60 

2 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더블비자 70 

입국횟수에 제한이 없는 복수비자 90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국가와의 국가 간 상호 조치 및 협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자 수수료를 면제 

또는 조정했습니다. 

비자 수수료 조정 – 특별 협정: 

(단위: 미화 USD) 

국가 
단수 비자 

더블 비자 복수 비자 
90 일 이하 90 일 초과 

가나 50 80 90 100 

미국 45 45 45 45 



베트남 30 50 60 80 

세네갈 50 100 120 150 

아제르바이잔 50 80 120 150 

영국 130 200 220 250 

오스트리아 50 50 90 100 

우즈베키스탄 50 70 80 100 

이란 50 80 90 120 

키르기스스탄 50 70 80 100 

러시아 50 80 90 120 

타지키스탄 50 50 70 80 

호주 80 120 130 150 

 

비자 수수료 면제: 
 

국가 면제 조건 

대만 

도미니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바베이도스 

스페인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일본 

콜롬비아 

페루 

체류일 및 방문 횟수 무관, 모든 비자에 적용. 

미국 외교 (A-1), 공무 (A-2), 국제 협정 (A-3) 비자에 적용. 

중국 

다음을 신청하는 외교관 및 동반가족 (법적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시부모/처부모)에 적용: 

- 3 년 간 유효한 A-1 비자; 및 

- 1 년 간 유효한 C-3-1 복수 비자. 

베네수엘라 외교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 31 일 이상 체류 시 적용. 

과테말라 외교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 91 일 이상 체류 시 적용. 



루마니아 

멕시코 

베냉 

브라질 

사이프러스 

알제리 

우루과이 

파라과이 

몽골 
외교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 31 일 이상 체류 시 적용; 

90 일 이하 모든 비자에 적용. 

스웨덴 90 일 이하 모든 비자에 적용. 

이스라엘 90 일 초과 모든 비자에 적용. 

필리핀 
상용 또는 관광 비자, 59 일 이하 체류 시 적용 (C-3 비자 

전체). 

호주 상용 복수 비자 (C-3-4), 90 일 이하 체류 시 적용. 

프랑스 

홍콩 
워킹 홀리데이 (H-1) 비자에 적용. 

독일 

유학 (D-2), 한국어 연수 (D-4), 대학생 (D-4), 주재 (D-7), 

기업/투자 (D-8), 국제 무역 (D-9), 특정 활동 (E-7)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비자에 적용. 
 

비자 수수료(USD) 송금을 위한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 계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명: Trade and Development Bank of Mongolia (TDB) 

- 계좌명: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Country Office in Mongolia (IOM) 

- 계좌번호 (미화 USD): 404202901 

- 송금명: Visa Fee of [영문 성명 전체], 여권번호 기재. 

송금 전, 송금명에 영문 이름과 성 전체, 여권번호, 및 “KVAC Visa Fee”를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신청인은 온라인 뱅킹으로 결제한 후 거래확인서를 출력하여 결제 내역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확인 절차로서, 거래확인서에는 출금 은행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거래확인서는 신청 서류 준비를 완료한 후 비자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서비스를 제공받았거나 또는 창구에서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에는, 모든 비용이 환불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청 단계 또는 비자 심사 결과와 무관합니다.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실수로 비용을 잘못 납부한 경우), +976 7766 8888 에 전화하여 KVAC 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VAC 직원이 환불 절차에 대해 안내드릴 것입니다. 환불에는 30 일이 

소요됩니다.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비자포털 홈페이지의 비자안내 탭 수수료 페이지를 

방문해주십시오. 

https://visa.go.kr/main/openMain.do
https://www.visa.go.kr/openPage.do;jsessionid=kB7kfUMaWu6Oaa8SgaSDYbajrD1gsoPwvdjmVJ0ZQ13WU0e0pB0WWTo4Ihl99mJU.evisawas1_servlet_EVISA?MENU_ID=10103#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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