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입예（한국어） 

도쿄 거주 외국인 학생 대상 선발   사전 응모자격 확인 신청서 
                   （2021 년도 입학자 선발용） 

오른쪽의 굵은선 안의 ※가 표시된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기입일    년    월    일 

후리가나   ホン・ギルドン 

지원자 성명 홍길동                                  남  여 
사용 언어 

 

한국어 
생년월일         ２００６  년 １월 １７일생 １５세 

(2021 년 3 월 31 일 현재) 

국 적 

한 국 

보호자 성명 

후리가나   ホン・ギルス 

 

부     홍길수 

※来場者 

 

 

志願者との関係 

 父 ・ 母（   ） 
 

후리가나   キム・ヨンヒ 

 

모     김영희 

현주소 

 

 

전화번호 

〒 100-0000  도쿄도  신주쿠 구・시・정・촌  

 

니시신주쿠 １－１－１ 

 

TEL( ０３ )-( ５３２０ )-( ６７４５ ) 

응모 자격 심사의 

보호자 이외의 분 

문의처 

 

※ 보호자 가 일본어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다나카 지로 

본인과의 관계 아버지 홍길수의 친구 

연락처 ０９０（１２３４）５６７８（다나카 지로의 휴대전화） 

재경외국인 선발에 

출원할수있는 자격 

 

※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현지 학교 수료 또는 수료 예정 

２ 일본 국내 외국인학교의 교육에 따라 일본의 9 년 의무교육에 상당하는 과정을 

수료할 예정 또는 이미 수료 

３ 2020 년 3 월 31 일까지 중학교를 졸업할 예정 또는 이미 졸업하여 입국 후 일본 

체류 기간이 입학일 현재 원칙적으로 3 년 이내 

동봉한 

서류의 사본 등 

외국 국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원 제출) 
여권・체류카드・기타（      ） 

도내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도내 거주자만)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주민 표・기타（    ） 

9 년 교육과정 수료(예정)를 

증명하는 서류 

(전원 제출) 

수료 연월일이 기재된 최종학년성적증명서 

입국 후 일본 체류 기간이 3 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학교 졸업 예정ㆍ이미 졸업한 

사람만) 

 



기입예（한국어） 

 

 

 

학년 
학교력 

（학교명, 소재지） 

서력 또는 원호  

（헤이세이）  

취학 전 ○○ 유치원, 서울 2011 

초등１ ○○ 초등학교, 서울 2012 

초등２ 〃 2013 

초등３ 〃 2014 

초등４ 〃 2015 

초등５ 〃 2016 

초등６ 〃 2017 

중１ ○○ 중학교, 서울  2018 

중 2 〃  2019 

중 3 〃  2020 

기타   

 

일본어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예 일본어를 말할 수는 있지만 신문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어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예 한국어는 모국어입니다. 문제 없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