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예

초     청     장
1. 피초청인 인적사항

국    적 중국
성    명

영문 ZHANG SAN

여권번호 G******** 한자 张三
생년월일 1950.01.01 성    별 여

신분증번호 ****************** 전화번호 138 **** ****

거주국 주소 ○○省○○市○○区○○路○号
2. 초청인 인적사항

국    적 한국 성    명 이 ○ ○

생년월일 1970.01.01 주민등록번호 700101-*******

피초청인과의 관계 장모 전화번호 010-****-****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번지 ○○아파트 ○동○호

3. 초청사유  

  초청인 이○○는 2005년 4월10일 중국인배우자 ○○○와 결혼한 후 두 아들을 낳고 한국에서 행복

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모님에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상봉 등을 위

하여 장모님을 초청합니다.

4. 초청인 책임

 가.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한국체류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한국 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초청인은 피초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또한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친척관계가 허위이거나 피초청인의 사증 신청서류 중 허위내용의 서류가 포함된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 초청인은 위 피초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초청자의 체류허가 취소 및 초청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초청인  :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친척관계가 허위이거나 사증신청서류 중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   식

초     청     장
1. 피초청인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여권번호 한자

생년월일 성    별

신분증번호 전화번호

거주국 주소

2. 초청인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피초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3. 초청사유  

4. 초청인 책임

 가.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한국체류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한국 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초청인은 피초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또한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친척관계가 허위이거나 피초청인의 사증 신청서류 중 허위내용의 서류가 포함된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 초청인은 위 피초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초청자의 체류허가 취소 및 초청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초청인  :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친척관계가 허위이거나 사증신청서류 중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