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출입국 업무 대행 서비스 안내

[첨부]
제출 서류

국제교류처에서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입국 방문 업무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통합신청서
2. 여권 (원본 & 사본)

1. 대행 서비스 업무

3. 비자 사본

1)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2) 체류자격 변경 ( D-4 -> D-2 )
3) 체류자격 연장 ( D-2 -> D-2 )

4. 사진 1장 (흰색 배경, 3.5 cm x 4.5 cm, 양쪽 귀가 보여야 함)
5. 재학 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입 증명서
6. 결핵 검진확인서 (*해당 국가에 한함)
7. 체류지 입증서류(기숙사거주 확인 또는 임대계약서)
8. 수수료 4만원 (발급 수수료 3만원 + 대행 수수료 1만원)

2. 신청대상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인 학부생

1. 통합신청서
2. 외국인등록증

3. 신청기간

차수

3. 사진 1장 (흰색 배경, 3.5 cm x 4.5 cm, 양쪽 귀가 보여야

신청 기간

1차

7월 26일(목) ~ 8월 02일(목)

2차

8월 06일(월) ~ 8월 16일(목)

3차

8월 20일(월) ~ 8월 30일(목)

4차

9월 03일(월) ~ 9월 20일(목)

서비스 업무

체류자격 변경
(다른 체류자격 → D-2)

함)

4. 표준입학허가서
5. 결핵 검진확인서 (*해당 국가에 한함 )

외국인등록

6. 수수료 14만원 (자격변경 수수료 10만원 +외국인등록증 수수료3만원 +

체류자격 변경

대행 수수료 1만원)

체류자격 연장

7.체류지 입증서류(기숙사거주 확인 또는 임대계약서)
※ D-4 → D-2 변경의 경우, 어학연수기관의 출석증명서 제출 필요
1. 통합신청서
2. 재학증명서

4.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요망)

3. 성적증명서
4. 등록금 납입 증명서

5. 서류 제출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교류처

체류자격 연장

국제캠퍼스 국제교류처(예술디자인대학 103호 / 031-201-3961~2)

(D-2 → D-2)

5. 체류지 입증서류 (기숙사거주 확인 또는 임대계약서)
6. 외국인 등록증
7. 결핵 검진확인서(*해당 국가에 한함, 용인 기흥보건소에서 검진)
8. 수수료 7만원 (연장 수수료 6만원 + 대행 수수료 1만원)

6. 유의사항

※직전학기평균평점 2.0 미만인 학생은 재정능력입증서류 필요

1) 제출 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졸업유예자 체류자격 연장은 별도 문의 바람

2)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과정에 의해 서류가 일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핵 검진 필요 국가 (2016.07.01.이전에 비자를 신청한 학생은 결핵검사 필수)

7. 문의처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교류처
Tel. 031-201-3961
Email: ciss_gc@khu.ac.kr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연방),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
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 잔고증명서: 국내 은행의 본인 계좌여야하며, 월70만원*학습기간 금액이 있어야함.
※ 외국인등록 대행신청을 한 학생들은 신청일부터 10일 후 수원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해야 함
※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등록금 납입증명서: 바로처리실에서 발급가능(학생회관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