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N21 チョイス 100% 1,500円基本＋選べる保証

チョイスプラン以外で変動費が発生する場合は、

その他費用

欄に上限値をご記載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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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업 등기부 등본 (삼개월 이내의 것) ① 재류 카드 (양면 복사)
또는 여권

② 재직 증명서
② 결산 보고서 (최근 1 기분)
③ 대표자의 신분증

거주용
・

사업용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전원분의 제출이 필요)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 분. 유학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 중 한분의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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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중국어

가족긴급연락처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 국적・일본어 가능여부는 상관 없습니다.법인불가.배우자 비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분의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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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긴급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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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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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인 경우에는, 재류카드 대신 여권(얼굴 사진 페이지) 사본 또는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해주십시오.
■ 여러명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전원의 재류 카드가 필요합니다.
※ 심사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RUST NET21신청서【법인용】

신청시
주의사항

본 심사는 서류심사 및 전화심사가 필수입니다.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해와 협력 부탁 드립니다.

■신청자분의 비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신청자분 본인・동거자・가족・친구・근무처등에 전화 드립니다.(빠짐없이 기입해 주십시오.) 전화 시간

10：00～18：00（일본현지시간）발신자（GTN）번호：03-5956-6303
■심사내용에 따라 GTN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신청자)은 사전에 가족긴급연락처 및 국내긴급연락처의 동의를 얻었으며, 별지에 기재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등에 관한 조항」에 동의 후, 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기입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부탁드립니다.(영어・중국어・한국어 기입가능）

일본어

한국어 기타

영어 중국어 동거자분이 계신 경우에는 두번째
장 신청서에 기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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