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Passport(여권)
Name
(성명)

Personal
Information
(인적사항)

Student
information

Date of Birth(생년월일)

Alien Card or Residence Certificate(영주권 또는 거주
증명서)

Address(주소)

Telephone No.(전화)

Passport No. (Place of issue)
여권번호(발급지)

Alien Card, Residence Certificate No.
(영주권, 거주증명서 번호)

Official Title of School(학교명)

Academic System(학제)

Address of School(학교 주소)

Major(전공학과)

(참고사항)
Date of Entrance(입학일자)

The above person requests the concerned school authority to issue certificates or confirmations
regarding his attendance if so requested by the Embassy or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spective country of residence
(위 본인의 학력에 관하여 귀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요청하면 본인의 귀교 재학사실에 관
한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Date of Issue
Duly signed, (위 동의자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Personal information(인적사항)
○ Name
- Passport(여권) : 여권에 기재된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그 밑에 ( )하여 한글이름 기재 바랍니다.
- Alien Card or Residence Certificate(영주권, 거주증명서) : 영주권 취득자나 거주증명서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주권 거주증명서 상의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Date of Birth(생년월일) : 아리비아 숫자로 기재 바랍니다.
○ Address(주소) : 대한민국 및 외국의 주소를 영문으로 쓰시고 그 밑에 (

)하여 한글로 기재

바랍니다.
○ Telephone No(전화) : 대한민국 및 외국의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를 기재 바랍니다.
○ Passport No(Place of issue)(여권번호, 발급지) : 여권에 기재된 번호를 쓰시고 여권 발급받은
곳을 기재 바랍니다.
○ Alien Card Residence Certificate No : 영주권 및 거주증명서 번호를 기재 바랍니다.
▲ Student information(참고사항)
○ Official title of school(학교명) :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Academic system : 학제를 기재 바랍니다.
○ Address of school(학교 주소) : 학교 주소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Major(전공학과) : 전공학과를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Date of Entrance(입학일자) : 아리비아숫자로 기재 바랍니다.
○ Duly Signed(위 동의자 서명)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되 여권에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단,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