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국 입국 사증(VISA) 신청서 

 

 

 

 

 

 

 

성 (여권에 기재된 대로)                HONG                     한자 - 성           洪            

명 (여권에 기재된 대로)               GIL DONG                  한자 - 명          吉 童          

다른 이름(본명 이외의 평소 사용하는 이름)      

                                           없음                   한자                              

생년월일   23 / JAN / 1991 출생지       부산시  /  대한민국                                         
                 (일)/(월)/(년)                                 (구/시)                     (시/도)                      (국)  

성별 : 남☑  여□        혼인여부 : 미혼☑  기혼□  사별□  이혼□ 

국적 또는 시민권        대한민국                                                                   

       원국적/ 또는 다른 국적 또는 시민권         없음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번호 (주민등록번호)      910123-1234567                                    

여권종류 : 외교□  관용□  일반☑  기타□ 

여권번호    M123F4567                                             

발행지      대한민국                                               발행일    15 / FEB / 2022         
(일/월/년) 

발행기관    외교부                                                 만기일    15 / FEB / 2032         
(일/월/년) 

방일목적            유학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워킹홀리데이                                

일본체류예정기간      1년                                                                            

일본입국예정일        2 / MAY / 2022                                                                 

입국항           나리타                  이용선박 또는 항공편명         ＊＊ 항공 123편              

숙박 호텔 또는 지인의 이름과 주소 

       이름    ＊＊ 대학 기숙사                              전화번호  03 –＊＊＊＊-＊＊＊＊         

       주소     東京都 千代田区 霞ヶ関 ＊-＊                                                        

이전에 일본에 체재한 날짜 및 기간    11 / DEC / 2021  ~ 17 / DEC /2021  (6일간)                      

현주소(만약 한군데 이상 주소가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2-34 초량APT 100동 1234호                                    

       전화번호    051–＊＊＊-＊＊＊＊              휴대전화번호    010-＊＊＊＊–＊＊＊＊        

현 직업 및 직위     대학생 / 회사원                                                                     

고용주의 이름 및 주소 

       이름      ＊＊대학교  /  (주) ＊＊＊＊                전화번호   051–＊＊＊-＊＊＊＊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234                                                         

 

 

*관용란 (여기에 사진을 붙이세요) 

약 45mm X 35mm  

해당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부착해 주십시오. 

가장 최근에 일본에 출입국한 기록을 기재해 주십시오. 

소속 대학교명 또는 회사명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그대로 기재해 주십시오. 

일본에 숙박 / 거주 예정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배우자의 직업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직업) 

                                                                                                    

일본 내 신원보증인 (일본 내 보증인 또는 방문자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이름    ＊＊大学  /  株式会社＊＊  /  外務太郎    전화번호    03 –＊＊＊＊-＊＊＊＊         

       주소    東京都 千代田区 霞ヶ関 2-＊-＊                                                   

       생년월일                                   성별 : 남□  여□ 
(일)/(월)/(년) 

       신청인과의 관계     유학 예정 학교  /  입사 예정 회사  /  지인                               

현 직업 및 직위                                                                              

       국적 및 체류자격                                                                             

일본 내 초청인 (초청인이 보증인과 동일한 경우 “상동”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름        상동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 남□  여□ 
(일)/(월)/(년) 

신청인과의 관계                                                                              

       현 직업 및 직위                                                                               

       국적 및 체류자격                                                                              

* 비고/특기사항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어떤 국가에서든 법률위반 또는 범죄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어떤 국가에서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불법행위나 불법장기체재 등으로 강제퇴거 당한 적이 있습니까?  

● 마약, 대마초, 아편, 흥분제,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매춘행위, 타인을 위한 매춘부 중개 및 알선, 매춘행위를 위한 장소제공 또는 매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타인을 선동하거나 도운 적이  

   있습니까?                                                                        

**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형이 보류중이라도 “예”에 표시하십시오. 

만약 “예”에 표시했다면, 죄명이나 위반사항을 명시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십시오. 

 

 

 
 

 상기의 진술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입국항에서 입국심사관이 부여하는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에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본

인은 사증을 가지고 있어도, 일본에 도착한 시점에서 입국자격이 없다고 판명되면 일본에 입국할 수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또는 본인의 사증신청을 대신한 권한 내에서 공인된 여행사가) 상기의 개인정보를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여행사에 위임하여)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 비용을 지불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일   1 / APR / 2022                      신청인 서명      HONG GIL DONG        
            (일/월/년) 
 
*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신청서에 기입된 개인정보 및 사증 신청을 위해 제출된 추가정보(이하「보유개인정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8호, 이하「법」)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됩니다. 보유 개인정보는 사증 신청을 처리하는 목적(탑승 예정

의 운송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의 제공,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 발생 시 대체편의 수배 등에 관한 당초 탑승 예정이 아닌 운송

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의 제공을 포함)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 및 법제8조에 따라 기타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해당 항목에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기재 사항을 확인 후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 주십시오. 유아의 

경우 부모, 법정대리인이 대필한 후 관계를 기재해 주십시오. 

예) 홍길동 (母◯◯◯대필) 

인도적인 특이사항이 있을 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