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th floor, Kyobo Building, 1 Jong-ro, Jongno-gu 03154, Seoul, Korea 

Telephone: +82 2 2003 0100     Facsimile: +82 2 2003 0196 

 
 
 

 

NOTARIAL REQUEST/PAYMENT AUTHORISATION FORM 

Full name / 성명  Contact number / 연락처 Email address / 이메일 주소 

 

 

  

Postal address / 주소 

 

Type of notarial service request / 공증 종류 

  Apostille/아포스티유     Authentication/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협약국가 제출용)     Certified Copy of Original Document/원본대조필 

 

Type of document / 서류의 종류 

e.g. Passport, Driver’s Licence, National Police Certificate, Degree, Transcript and etc 

The country your document is intended for /  

서류를 제출할 나라 e.g. Australia, Republic of Korea and etc 

 

Other specific request / 요청 사항  

 

Delivery options / 수령 방법                                 
 

 Collect / 직접 수령                                                 Embassy arranged Registered Post- Paid on Delivery in Cash / 착불택배 현금 지불              

              

Name on card / 카드 소지자 이름 Credit or Debit Card number / 카드 번호 Expiration date / 유효기간 (YY/MM) (년/월) 
 

  

Card type / 카드 종류 

  AMEX Card/아멕스카드    Hyundai Card/현대카드   Hana KEB Card/하나외환카드    KB Card/국민카드             BC/비씨카드     

 

 Lotte Card/롯데카드         Shinhan Card/신한카드   Samsung Card/삼성카드           Master Card/마스터카드    Visa Card/비자카드 

*TOTAL COST / 결제 금액                    ____________________ KRW / 원  

Signature of the Card holder / 카드 소지자의 서명  

I hereby authorise the above amount be applied to my credit or debit card. / 본인은 이곳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위 사항에  

따라 결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DD/MM/YYYY): _____  / _____  / ____________ 
 

*OFFICE USE ONLY 
 

RECEIVED DATE:                                                                                                 OFFICER IN CHARGE: 

ISSUED DATE:                                                                                                      RECEIPT NUMBER: 



 

 

19th floor, Kyobo Building, 1 Jong-ro, Jongno-gu 03154, Seoul, Korea 

Telephone: +82 2 2003 0100     Facsimile: +82 2 2003 0196 

 
 
 

 

MAIL YOUR NOTARIAL REQUEST TO  
THE AUSTRALIAN EMBASSY SEOUL 

 

Australian Embassy Seoul 

Consular Services Section 

19th Floor, Kyobo Building, 

1, Jong-ro, Jongno-gu, Seoul 03154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가 

교보빌딩 19 층 주한호주대사관 영사과 

우 03154 

 

 
 

 

 

Notarial Services Disclaimer 

Please ensure that documents relating to the notarial services you require 
from the Australian Government/Embassy/consulate, are presented in the 
correct form and that you provide the correct instructions for the notarial 

service you require. 

If you are unsure of the legislative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notarial 
service you require, you should seek independent legal advice. Please note 

that neither the Australian Government nor the Australian Embassy/High 
Commission/Consular in Post/Country guarantees the legal effectiveness of 

the notarised document or the accuracy of its content. 

Fees paid for notarial services are non-refundable. 

 

공증 면책 조항 

호주 정부/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이 필요한 서류가 올바른 양식으로 준비 되었는지 확인 하시고 

원하는 공증 종류에 관한 올바른 지침을 부탁 드립니다. 

공증 받고자 하는 서류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독립적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호주 정부와 호주 대사관/고등사무소/영사관은 공증 서류에 관한 법적 효력 또는 공증 서류 내용의 

정확성에 관한 어떠한 보장도 해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불한 공증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