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登陆证（卡）申请材料
외국인등록증(카드)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

Alien
Registration
Card

Alien Registration Card Issue Process

① 통합신청서 Application

④ 신청비용 3만원

② 사진 1장 Photograph

Application Fee ￦30,000
③ 여권 사본 2장 2 Copies of Passport

The alien registration card must be applied within 90 days of arrival in Korea.
Originally, one must prepare the required documents and visit the Immigration Office but the university provides a transportation service to get to the Immigration Office for the new
students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Please prepare the required documents to submit to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in the first week of the semester.
2 copies of passport

1 copy of
photograph

① A section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② A section with the visa
‐ 3.5*4.5 size color photograph
‐ White background, show ears and eyebrows, the latest photograph within 6 month
‐ There is a photo studio on the campus (building No. 202) to take a photo. It is about 11,000 won for 6 copies printed within 15 minutes.

① Prepare
Application Fee

30,000 won (exchange and ready in cash)

Alien registration

Available during orientation(You can also pick up the form at the Global Lounge.)
Address in Korea : 1) A student who live in KNU dormitory, write your room No.
2) A student who live in outside(not KNU dormitory), submit ‘residence contract’

application
② Visit the Office

OIA

of International Affairs

(building No. 212)

Prepare and submit the required documents listed in ① and the application fee ※ By September 5th(Thur)!

September17th (Tue)
③ A bus to the
Immigration Office

September20th (Fri)
1) 10:00 am
2) 2:00 pm
3) 4:00 pm

‐ Where: Parking lot between ‘NaraeGwan(blue building)’ and the library
‐ Please come to the location at either time when there is no class. The staff from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will go together riding
the university bus. (Please bring your passport)
‐ After registering the finger prints, the alien registration card will be issued and all will come back to the university. (About 1~2 hours)

외국인등록증 발급순서

外国人登录证(卡)发放顺序

한국 도착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래 개인적으로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하지만, 학기 초 신입생을 위해 출입
국사무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학교 차량을 지원합니다. 개강 첫 주, 국제교류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꼭 준비해주세요.
여권 사본 2장

1) 인적사항이 나온 부분 1장

2) 비자 스티커가 붙은 부분 1장

- 3.5*4.5사이즈의 칼라 사진
① 서류 준비

② 국제교류과 방문
③ 출입국사무소
방문버스 타기

사진 1장

- 흰색 배경으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하며, 6개월 이내의 최근 사진이어야 함
- 학교 안에 위치한 사진관(건물번호 202)에서 찍어도 됩니다. 사진 8장에 10,000원이며, 15분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30,000원 (환전하여, 현금으로 준비)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대한민국 내 주소 : 1) 강원대학교 기숙사 거주자는 기숙사 호실 기재2) 외부거주자는 거주계약서 제출

국제교류과(212번 건물)

①번 준비서류 및 수수료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

9월 17일/9월20일

- 집결장소: ‘나래관(파란색 건물)’과 도서관 사이에 있는 주차장( 여권가지고 오세요)

오전 10:00

- 안내된 시간 중에서, 수업이 없는 시간에 집결장소로 와주세요. 국제교류과 직원과 함께 학교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오후2:00/오후4:00

- 지문등록을 한 후, 외국인 등록증 카드를 받아 학교로 함께 돌아옵니다. (약 1~2시간 소요)

※ 반드시 9월 5일(목)까지 제출!

须在抵达韩国90天内申请外国人登录证。 原则上，学生要准备申请材料，亲自访问出入境管理事务所申请。但在学期初，学校将统一为新生安排到出入境管理事务所
的接送车辆。开学第一周，学生需将以下材料提交至国际交流本部办公室。
护照复印件2份

1）注明个人资料的页面 2）贴有签证印章的页面
- 3.5*4.5 cm 彩照

照片1张
① 准备

② 访问国际交流本部

③出入境事务所访问巴士

- 白底，必须露出耳朵和眉毛，且是6个月内的近照
- 学校内有照相馆（建筑代码202），可在抵达韩国后拍照。8张照片10,000韩元，15分钟后即可领取。

申请手续费

30,000韩元 （兑换韩币后，准备现金）

外国人登录证申请书

大韩民国内住所： 1）江原大学宿舍入住生填写宿舍号 2）校外住宿生需提交居住协约书

国际交流科（建筑代码212）提交准备好的①号材料和手续费 ※ 截止日期 ： 9月5日（周四)
9月17日/9月20日

- 集合地点：‘纳来馆(蓝色建筑)’和图书馆之间的停车场(一定要携带护照)

上午 10:00

- 在3个规定时间内，选择没课的时间前往集合地点。国际交流本部员工会陪同大家一同搭乘学校巴士前往。

下午2:00/下午4:00

- 登记指纹后，领取外国人登录证卡，返回学校。（约1~2小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