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기간연장
단체 접수 안내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국제교류팀입니다.
중앙대학교 국제교류팀에서는 학생들의 원활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
기간연장을 위하여 출입국 민원대행 단체 접수를 진행하오니 아래의 일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해주시고 신청이 필요한 해당 학생들은 해당 일자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 대상: 서울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안성캠퍼스 외국인 유학생은 개별접수 신청 필요

2. 일정 안내
구분

체류자격 변경
① D4 에서 D2 로
자격변경해야하는 유학생,
② 기타자격에서 D2 로

대상

기간 연장
① 7월 19일자로
3개월 직권연장
처리된 한국 체

자격변경해야 하는

류 D2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 중, 사전

③ 타대학 학사과정
유학비자(D-2-2), 석사과정

외국인 등록

기간 연장이 필

외국인 등록 신청이
필요한 해당 학생

요한학생

유학비자(D-2-3)에서
중앙대학교 석사과정(D-23),박사과정(D-2-4)으로
상급 진학하는 유학생
2021년 9월 6일
기간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월요일

9:30~16:30

9:30~16:30

(점심시간 12:00~13:00)

(점심시간
12:00~13:00)

⚫

1 차:

9/6(월) 9:00 ~ 9/9(목)
23:59
⚫

2 차:

10/12(화) 9:00
~10/14(목) 23:59
접수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장소

글로벌라운지(204관 B105호)

접수
신청

★첨부된 해당 파일 필독★

서류

수수료

(Kisfvisa.org)

현장 방문

방법

온라인

⚫

D4→ D2 변경: 135,000 원

⚫

기타→ D2 변경 145,000 원

*타 대학 D-2-2, D-2-3 →
중앙대학교 D-2-3, D-24 상급진학: 65,000 원 (연장접

65,000원
*출입국직접접수:
75,000원

수에 해당)

3. 유의 사항
-외국인등록증 온라인 신청 안내 동영상: https://youtu.be/0BAEEVg7bYM

4. 문의처
-한국이민재단 : 82-2-2643-6574
-국제교류팀
학부 : +82-2-820-6572, 6571, 6116 / oia@cau.ac.kr
대학원 : +82-2-820- 6202, 6272, 6532 / gsadmin@cau.ac.kr

41,000원

Group Application Information regarding
Alien registration/VISA changing/VISA extension for
Fall 2021 semester

Hello, this i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Chung-Ang University.
Below you will find instructions for immigration services to register as a foreigner, change
visa status for stay, or apply for an extension of the period of stay.
Application must be completed on the relevant date.

1. Students who can application: Seoul Campus International Students
*An-sung Campus students need to apply for VISA individually

2. Application Schedule
구분

VISA changing
① International

Alien Registration

① Students who have

students who need

D2 visas in Korea

to change their

the

qualifications from

which

D4 to D2,

extended for three

② Foreigners who
need to change
Target

VISA Extension

their status from
other visa type to
D2
③ An international
student who is
advanced to a
master's degree
(D-2-3) and a

validity
has

of
been

months as of July
19, students must
extend the period
in advance

Applicable students
who need to apply for
alien registration

doctor's degree
(D-2-4) from
another
university's
Bachelor's degree
(D-2-2), Master's
degree (D-2-3)
⚫

9/6 (Monday) 9:00

September 6, 2021

Friday, August 27,

to 9/9 (Thursday)

Monday

Application

2021 9:30-16:30

Period

(Lunch break 12:0013:00)

9:30~16:30
(Lunch break

First period:

23:59
⚫

12:00~13:00)

Second Period:
10/12 (Tuesday)
9:00-10/14
(Thursday) 23:59

Applic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Campus

place

Global Lounge (204 Buld. B105)

Application
Application

★Please refer to attached file★

Documents
⚫

⚫

Change of status

65,000 Won

D4 - D2: 135,000

*Visit Immigration

Won

Office individually:

Change from other
visa status→ D2

Cost

(Kisfvisa.org)

Offline

Method

Online

- 145,000 Won
*Other university D2-2, D-2-3 → ChungAng University D-2-3,
D-2-4
Advanced admission:
65,000 Won

75,000 Won

41,000 Won

(Applicable to
extended application)
3. Guidance
- Foreign registration card online application video: https://youtu.be/0BAEEVg7bYM

4. Contact
-Korea Immigration Foundation: 82-2-2643-6574
-Office of Int’l Affairs
Undergraduate: +82-2-820-6572, 6571, 6116 / oia@cau.ac.kr
Graduate school: +82-2-820-6202, 6272, 6532 / gsadmin@cau.ac.kr

2021学年度第2学期外国人登陆及滞留资格变更/期限延长团体申请通知

你好，这里是中央大学国际交流处。
中央大学国际交流处为妥善处理学生们的外国人登陆及滞留资格变更事宜，将申请期限延长出
入境信访代行团体申请进行中望熟知以下日程及注意事项，请需要申请的学生们一定要在对应
的日期里申请完毕。

1. 申请对象：首尔校区外国人留学生
*安城校区外国人留学生需要个别申请

2. 日程介绍
区分

期限延长

滞留资格变更

① 7月19日起3个月职

① 从 D4 换成 D2
需资格变更的留学生

权延长处理的韩国

② 其他资格换成 D2 需资

滞留保有D2签证的
留学生中, 需提前延

格变更的外国人,
对象

外国人登陆

③ 其他大学学士留学签证

需申请

长的留学生

外国人登陆的学生

(D-2-2), 硕 士 留 学 签 证
(D-2-3)换成中央大学硕
士 (D-2-3),博士(D-2-4)
进修的留学生
⚫
2021年8月27日(星期五)
期限

2021年9月6日

9/6(星期一) 9:00 ~

（星期一）

9/9(星期四) 23:59

9:30~16:30

⚫

9:30~16:30
(午休12:00~13:00)

第 1 批:

(午休 2:00~13:00)

第 2 批:

10/12(星期二) 9:00
~10/14(星期四) 23:59

申请

中央大学首尔校区

地址

글로벌라운지(204馆B105号)

申请
方法

现场访问

网上申请
(Kisfvisa.org)

申请

★必读附上的材料★

资料
⚫

D4→ D2 变更: 135,000
韩元

⚫
手续费

기타→ D2 变更:
145,000 韩元

*其他大学 D-2-2, D-2-3 →
中央大学 D-2-3, D-2-4

65,000 韩元
*出入境直接申请: 75,00
0 韩元

上级进学: 65,000 韩元 (符
合延长申请)

3. 留意事项
-外国人登陆证网上申请视频介绍: https://youtu.be/0BAEEVg7bYM

4. 咨询
-韩国移民财团 : 82-2-2643-6574
-国际交流处
学部 : +82-2-820-6572, 6571, 6116 / oia@cau.ac.kr
大学院 : +82-2-820- 6202, 6272, 6532 / gsadmin@cau.ac.kr

41,000 韩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