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증 신청 대행 위임장 
A letter of attorney for visa application 

 

위임하는 사람 

Applicant 

 

성명 Full Name 

 

여권번호 Passport No. 

 

생년월일 Date of Birth 

 

전화번호 Telephone No 

 

주소 Address  

 

위임받은 사람 

Authorized 

Representative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소속회사 및 직위 Name of Company & Position 

 

전화번호 Telephone No 

 

주소 Address  

 

 

사증 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I hereby authorize the above person to submit my visa application and receive my passport. 

Date:            년(YYYY)        월(MM)        일(DD)장 

 위임하는 사람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Sign or stamp) 

 

위임받는 사람의 의무사항 Duties of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1. 비자 신청을 위임받은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합니다. 

I will faithfully carry out the visa application as entrusted. 

2. 대사관의 사증 신청 요구서류를 충실히 준비합니다. 

I will faithfully prepare the visa application documents required by the Embassy. 

3. 위임자의 인적사항, 재산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 시엔 처벌받습니다. 

I will observe the confidentiality of personal and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applicant, and I am aware that if I violate these duties, I will be 

punished accordingly. 

Date:            년(YYYY)        월(MM)        일(DD)장 

 위임받은 사람  

Authorized Representative : 
 (서명 또는 인) 

(Sign or stamp)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사증 담당 영사 귀하 

To the Consul of the Visa Sectio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H.I.S. (PHILIPPINES) TRAVEL CORP.

02-7718-5010 to 19

UNIT 1404 PICADILLY STAR BLDG. 4TH AVE. COR. 27TH ST. BGC, 
TAGUI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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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사증 담당 영사 귀하 

To the Consul of the Visa Sectio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KRISTA LANDICHO

P1234056A

06 MAR 1981

+63912-345-6789

2011 LEON GUINTO ST., MALATE, MANILA

LEAVE THIS BLANK

2022             09            14

KRISTA LANDICHO

APPLICANT'S SIGNATURE

LEAVE THIS BLA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