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Zzb wfmv dig (2018) c~i‡Yi bgybv Kwc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18. 6. 12.>

신청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You must fill out this form completely and correctly.
신청서상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Qq gv‡mi g‡a¨ †Zvjv e¨vKMÖvDÛ mv`v
Qwe AvVv w`‡q jvMv‡Z n‡e

You must write in block letters either in English or Korean.
해당 칸[ ] 안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For multiple-choice questions, you must check [√] all that apply.

PHOTO
여권용사진
(35㎜×45㎜)

1.1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Full name in English (as shown in your passport)
성 명 Full Name HOSSAIN MOHAMMAD JAKIR (cvm‡cvU©

-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으로 촬영일
1.2 한자성명 漢字姓名 MOHAMMAD
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cvm‡cvU© Abyhvqx bv‡gi cÖ_g Ask wjL‡Z
A color photo taken
1.4 생년월일 Date of Birth (yyyy/mm/dd)
within last 6 months(full
Rb¥ ZvwiL Gfv‡e wjL‡Z n‡e 1982/02/09
face without hat, front
view against white or
1.6 출생국가 Country of Birth
off-white
R‡b¥i †`‡k-Gi bvg wjL‡Z n‡e BANGLADESH
background)×45㎜)-

1.3 성별 Sex

Abyhvqx bvg wjL‡Z n‡e)

wj½ Abyhvqx wb‡¤œ wVK wPý w`‡Z n‡e)

남성/Male[ √ ] 여성/Female[

n‡e)

]

1.5 국적 Nationality BANGLADESH
(‡`‡ki bvg wjL‡Z n‡e)
1.7 국가신분증번호 National Identity No.
RvZxq cwiPqcÎ-Gi b¤^i wjL‡Z n‡e 19830623206000001

1.8 이전에 한국에 출입국하였을 때 다른 성명을 사용했는지 여부

Have you ever used any other names to enter or depart Korea? R‡b¥i †`‡k-Gi bvg wjL‡Z n‡e BANGLADESH
아니요 No [ ] 예 Yes [ ] → ‘예’선택 시 상세내용 기재 If‘Yes’please provide details
(성 명 Full Name †Kvwiqv‡Z cÖ‡ek/†Q‡o hvIqvi mgq Ab¨ †Kv‡bv bvg e¨envi Ki‡j Yes wUKwPý w`‡q bvg D‡jøL Ki‡Z n‡e bv Ki‡j No

1.9 복수 국적 여부 Are you a citizen of more than one country ?

아니요 No [
→‘예’선택 시 상세내용 기재 If‘Yes’please write the countries (

]

예 Yes [

wUKwPý w`‡Z n‡e

]
)

GKvwaK †`‡ki bvMwiK n‡j Yes wUKwPý w`‡q †`‡ki bvg D‡jøL Ki‡Z n‡e bv Ki‡j No wUKwPý w`‡Z n‡e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내용 / DETAILS OF VISA ISSUANCE CONFIRMATION
2.1 사증발급인정번호 Confirmation No.

†ev‡q‡mj wjL‡e
wjL‡Z n‡e

2.3 여권번호 Passport No. cvm‡cvU© b¤^i
2.5 여권 변경 여부(최근 3개월 이내)
Change of Passport(within recent 3 months)

2.2 발급일 Issue Date

†ev‡q‡mj wjL‡e
cvm‡cv‡U©i †gqv` DËxY© ZvwiL wjL‡Z n‡e

2.4 여권만료일 Passport Expiry Date
아니요 No [

]

예 Yes [

]

mv¤úªwZK (3 gv‡mi g‡a¨) cvm‡cvU© cwieZ©b n‡j Yes wUKwPý w`‡Z n‡e bv Ki‡j No wUKwPý w`‡Z n‡e

본인은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 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I declare that the statements made in this application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nd that I will
comply with the Immigr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신청일자 (년 월 일) DATE OF APPLICATION (yyyy/mm/dd)
/
/
/

mswkøó Kg©xi cvm‡cvU© Abyhvqx ¯^vÿi w`‡Z n‡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F APPLICANT/SEAL

17세 미만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의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of Parent or Legal Guardian´s for a person under 17 years
of age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사항

체류자격

체류기간

사증종류

접수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과

허가사항

허가일자

사증번호

고지사항

담당자
결 재

가 [

] <심사의견>

부 [

]
< 수입인지 부착란 >

단수ㆍ복수(2회, 3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