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증 맴버 신상 정보

멤버이름/ Your Legal Full Name

이메일 주소 / Email Address

현재 거주 도시 / City

우편번호 / Postal Code

제 1 언어 / 1st Language

거주상태 / Status In Canada (Citizen, PR, Visa)

맴버 본인의 성별 / I am

여성 / Woman 남성 / Man

생년월일 / Date of Birth (YYY/MM/DD)

최종 학력 / Education (School Name)

연봉 / Annual Income 

전화번호 / Phone Number

주 / Province

국가 / Country

제 2 언어 / 2nd Language

혼인상태 / Marital Status (Single or Divorced)

연령대 / Your Age Group (20s,30s,40,50s)

직업 / Job title 

개인 자산 / Assets (House, Car, Stock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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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키) / Your Height (cm)

성격 / Your Personality

바라는 혼인 시기 / Get married in (1yr, 2yrs etc)

종교 / Your Religious

간단한 자기소개 / Self introduction (Include family members, background etc...) 

체형 타입 / Body type (Slim, fit, muscular etc)

취미 / Your hobby

선호하는 음식 / Your Favourite Food

자녀 유무 / Do you have any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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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우자 조건 선호 조사 / Preference 

이성의 언어 / His or Her Language
이성의 사는 지역 / His or Her Living Area 
(Same city, Same Province etc)

이성 거주 상태 / Status  In Canada 이성 혼인 상태 / His or Her Marital Status

선호하는 최종 학력 / His or Her Education 선호하는 연령대 His or Her Age Group

선호하는 연봉 / 
His or Her Income Level (ex. 60K~70K)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 / Preferred Job Industry 

선호하는 성격유형 / Preferred Personality 이성의 개인 자산 유무 / Preferred Assets

선호하는 신장(키) / Preferred Height 선호하는 체형 타입 / Preferred Body Type

기타 이성에게 바라는점은? / Please describe if you have any other preferences.

원하는 이성의 성별 / I am looking for

여성 / Woman 남성 /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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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담당 커플 매니저 / Matchmaker info

오전 (AM) 오후 (PM) / (체류지역 기준)

프로필 사진

본인은 나린의 정기 뉴스레터를 받겠습니다. (이메일 또는 메세지) / Will receive Narin's 
newsletter by email or message

본인은 나린의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 I agree to Narin's terms and condition
본인은 위의 모든 신상정보는 사실이며, 거짓정보 없이 모든 내용을 작성하였고 법적 문제시, 
100%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 All the information on this form is 100% true, I will take 

Photo ID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사진) 싱글 여부 법적 서류

연락 가능한 요일을 알려주세요. 
월,화,수,목,금,토,일 복수선택 가능
What is the best day to contact you?

연락 가능한 시간대? 오전/오후 (AM/PM)
What is the best time of day to contact you?

매칭 가능한 시간대? 오전/오후 (AM/PM)

대리인 또는 매니저 전화 상담 신청시 체크해 주세요

3000 + tax (Gold) 1000 + tax (Silver)

맴버쉽 가입비 (옵션 택1) /  

추가 서류 리스트 / Extra Documents (Check what you submitted)

추가 가입 동의 / I agree to:

담당 커플 매니저 이름 / Your Matchmaker's name

가입 멤버 사인 / Your Signature 가입 날짜 / Registration Date (MM/DAY/YEAR)

대리인 사인 Representative’s Signature

대리인 사인 Representative’s Signature

멤버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Applicant

재산 인증 재학증명서 또는 회사 직업 증명서 건강검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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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 가입시 체크 / Up to 3 matching option 

5000+ tax (Platinum)

Apply for someone else? (Parents or Friends)

Membership (Choose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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