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비자 연장 신청 안내
(2020년 봄학기 및 여름학기)
1. 대상자
가. 언어연수비자(D-4) 소지자 중 2020년 2월에 비자 기간 만료 예정인 학생
나. 2019년 2월 3일(월)에 출석률 80% 이상인 학생만 신청 가능
2. 수강료
가. 입금일자: 2020. 01. 28(화) ~ 2020. 01. 30(목)
나. 수강료: 1,700,000원(봄학기), 3,400,000원(봄학기 및 여름학기)
다. 입금계좌: 신한은행, 56100-3960-39264(계좌번호), 건국대학교(예금주)
3. 준비서류
가. 서류제출: 2020. 01. 30(목) ~ 2020. 01. 31(금)
* 위 기간 이외 제출자는 단체 비자 신청 거절 될 수 있음
나. 제출장소: 각 반 담임 선생님
다. 준비서류
1) 통합신청서(신고서) 1매
2) 수강료 입금 영수증 1매 – 반드시 학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3) 재등록 원서 1매
4) 여권사본 1매
5) 외국인등록증 원본
6) 수입인지(60,000원) 1매 – 신한은행(학생회관 1층)에서 발급
7) 거주확인서:
* 본인 명의: 기숙사입주확인서, 계약서 사본 중 택 1
* 타인 명의: 계약서 사본,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거주제공자 신분증 사본
(고시원 거주시 제출서류: 입실원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또는 입실원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및 거주제공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이 필요할 경우 1층 전자게시판 옆에서 가져갈 것
8) 보험가입증명서
4. 유의사항
가. 외국인등록증
1) 단체 비자 연장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2) 학기 말에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할 경우 개인 비자 연장할 것
나. 개인 비자 연장할 경우
1)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비자 신청 일자 반드시 사전 예약
* 비자 신청 일자 사전 예약은 비자 기간 만료 전 일자로 신청해야 함
2) 비자 연장 서류 준비하고, 1층 행정실에 재등록원서 및 수강료 입금증 제출
3) 행정실에서 출결증명서 및 수납증명서를 학생에게 발급
4) 하이코리아 예약 일자에 목동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 방문하여 비자 신청
5) 개인비자 연장 서류 발급 가능: 2020. 02. 10.(월)부터
6) 개인비자 연장은 3주 이상 소요됨. 연장 기간 동안 귀국 불가.
다. 출석률 70% 미만일 경우
1)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추가 제출 필요
2) 2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률 70% 미만일 경우 비자 연장 안 될 수 있음
5. 문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각 반 선생님 또는 1층 행정실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