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전자비자신청
* 비자대행은 아래 고객확인사항에 해당이 없는 조건으로만 진행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필독] 미국 입국 요건 강화에 따른 안내사항
*ESTA 및 관광/방문비자 및 기타 비자 등은 미국 방문이 가능한 조건이지만,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투어에서는 ESTA 승인대행 시, 아래 ‘고객확인사항’에 해당일 없는 조건으로만 진행하오며,
여행객의 미국 입국요건으로 인하여 항공사의 수속거부 및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에 의해
입국이 거부되어 발생하는 문제,발생비용 등에 대해서는 여행사 및 ESTA 발급대행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e-mail

아버지 성명[영문]

어머니 성명[영문]

이중국적 여부

* 사망시에도 작성

* 사망시에도 작성

[예 / 아니오]

□ 아니요

□예 (아래 내용 추가 작성)

□예 (국적:

)

다른 국가 여권 및 ID 카드 발급 여부
1.발급국가(

) 2.종류(

) 3.발급번호(

) 4.만료일(

현재 거주지 주소 & 고향
한국 및 미국 비상시 연락정보

성명[영문]

* 본인 제외

연락처&e-mail

2. 미국 여행정보
□예
경유여부

□ 아니요 [예정 투숙 호텔 주소나 체류 주소 기재]

만나는 분의 영문명

전화번호

* 없을 시 호텔명
현지 체류주소 [영문]

3. 직장정보
□ 퇴직자 [마지막 직장정보기입] or 직장[사업자] or 학생 [하단세부정보기재요망] □ 직업 없음
직장 & 학교명 [영문]
직장명 주소
재직기간

직책 [영문]

전화번호

)

4. 고객확인사항 [필수]
1. 당신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약물 남용자 또는 중독자입니까? 또는 최근 아래의 질병에 걸린 적
있습니다.?
-연성하감/임질서혜부 육아종/나병 전염병/서혜부 림프 육아종/매독 전염병/활동성 폐결핵
2. 심각한 재물 손상 혹은 타인 또는 정부 권리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불법 약물에 대한 소지, 사용 혹은 배포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4. 테러 활동, 간첩 등, 사보타주, 대량 학살을 숭배하거나 종사한 적이 있습니까?
5. 사기나 허위로 자신 혹은 타인의 비자 획득 또는 미국에 입국하거나 타인을 도와준 범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까?
6. 현재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가 없이 미국에서 취업을 시도하거나 이전에 취업한 적이 있습니까?
7. 현재 혹은 이전 여권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여 거부당하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당한 적 또는 미국 입국항에서
의 입국심사에서 거부 당한 적이 있습니까?
8. 미국 체류기간이 미국 정부에서 허가한 체류 기간보다 더 오랜 적이 있습니까?
9. 2011 년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을 방문했거나 해당 국가 국적자 입니까?
- 해당될 경우 ESTA(전자여행허가제) 승인 취소 혹은 미국 입국이 불가하여, 별도의 미국비자가 필요합니다.
위 모든 사항에 신청고객이 “해당없음”을 확인합니다.
모든 신청 고객이 “미국 입국 요건 강화에 따른 안내사항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서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