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학생 초과학기 신청서 (학부생)

    Explanatory Statement for Extra Semester(s)� (Undergraduate)

신청자
Applicant

성 명
Name

국 적
Nationality

학 과
Major

학 번
Student No.

전화번호
Contact No.

이메일
Email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  

 본인은 초과학기 수학 기간 중 졸업을 위해 학업에 전념할 것을 약속하며, 불

성실한 학업 수행으로 판단될 경우 추후 출입국 처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I hereby pledge to focus on academic work for graduation during the extra semester(s), 
moreover, I confirm that I am aware of the disadvantages that may be given by the 
immigration office in case of the neglect of study.

         20     .     .  

                                                             서명:               (signature)

초과학기

등록사유

* 졸업학점 미 충족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위 학생은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               학과 

   학기를 수학 완료하였습니다. 

  본교에서는 최소 총       점 취득 및 소속 학과에 상응하는 졸업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위 학생의 기 취득한 학점을 확인한 바,       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0   .     .  

지도교수

(학과장)

대학 및 학과 고려대학교 대학 학과

성 명 연락처

유학생

담당자

소속 및 지위 글로벌서비스센터(GSC)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02)3290-5172

세종로 출장소장 귀하

[서식 1]

(인

  

또는 서명)



[서식 1]

     
외국인학생 초과학기 확인서 (대학원생) 

Explanatory Statement for Extra Semester(s)� (Graduate)

신청자

Applicant

성  명
Name

국  적
Nationality

학  과
Major

학  번
Student No.

전화번호
Contact No.

이메일
Email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  

 본인은 초과학기 수학기간 중 수료를 위해 학업에 전념할 것을 약속하며, 불성

실한 학업수행으로 판단된 경우 추후 출입국 처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I hereby pledge to focus on academic work for graduation during the extra 

semester(s), moreover, I confirm that I am aware of the disadvantages that 

may be given by the immigration office in case of the neglect of study.

         20    .     .  

                                                             서명:               (signature)

초과학기

등록사유

* 수료학점 미 충족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위 학생은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                   

           학과         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최소 총                  점 취득 및 학과에 상응하는 내규 

수료요건을 만족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학생의 취득 학점과 수료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바, 미이수                

학점 충족을 위해 초과학기 수학 예정이오니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학기, 두 학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지도

교수

(학과장)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유학생

담당자

소속 및 지위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세종로 출입국·외국인청



[서식 2]

     
외국인학생 초과학기 확인서 (대학원생)

Explanatory Statement for Extra Semester(s)� (Graduate)

신청자

Applicant

성  명
Name

국  적
Nationality

학  과
Major

학  번
Student No.

전화번호
Contact No.

이메일
Email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  

 본인은 초과학기 수학기간 중 수료를 위해 학업에 전념할 것을 약속하며, 불성

실한 학업수행으로 판단된 경우 추후 출입국 처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I hereby pledge to focus on academic work for graduation during the extra 

semester(s), moreover, I confirm that I am aware of the disadvantages that 

may be given by the immigration office in case of the neglect of study.

         201    .     .  

                                                             서명:               (signature)

초과학기

등록사유

* 수료요건 미 충족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20   .     .  

지도

교수

(학과장)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유학생

담당자

소속 및 지위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세종로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학생 초과학기 확인서(대학원생) 작성 안내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만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에 외국인학생이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먼

저 지도교수와 글로벌서비스센터(GSC)의 유학생 담당자로부터 '외국인학생 초과학기 확인서'

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동 확인서를 기타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세종로 출

입국·외국인청에 제출, 초과학기 등록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학생 초과학기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글로벌서비스센터(GSC)에서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안내한 사항

   외국인 대학원생 초과학기 확인서 신청 절차 

  
   § 신청대상

     ž 유학비자(D-2)소지자로 수업연한 초과등록(예정)인 외국인 대학원생 (학과별 상이)

       가. 석사: 4학기 초과

       나. 박사: 4학기 초과

       다. 석·박통합: 8학기 초과  

   § 신청기간

     ž 2020학년도 1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성적 확정 이후)

   § 신청방법

       가. 외국인 대학원생이 '외국인학생 초과학기 확인서' 신청자 부분을 작성. 이후 해당 확인서

를 지참하여 지도교수(학과장) 사무실 방문, 지도교수(학과장) '초과학기 등록사유' 부분 

작성 및 서명 요청

       나. 지도교수(학과장) '초과학기 등록사유' 기재 및 담당자 서명 후 학생에게 확인서 전달

       다. 지도교수(학과장)에서 확인받은 '외국인학생 초과학기 확인서'를 가지고 GSC에 방문, 유

학생 담당자 부분에 확인 서명 요청

       라. GSC 유학생 담당자가 확인 서명 후 학생에게 확인서 전달

  § 유의사항

       가. 출입국법에 따라 대학원생의 초과학기를 위한 연장은 비자 기간의 제약을 받음

       나. 연장신청 허가 여부는 세종로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시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다.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만료일 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출입국 위반 사항에 따른 

벌금 부과



Guide on Explanatory Statement for Extra Semester(s)(Graduate)

¨ Following the immigration law,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with student visa(D-2) 
who need to take extra semester(s) due to credits remaining for completion must first 
go to Sejongno Immigration Office for extension of valid period of stay in Korea.

¨ Please read the guide on Explanatory Statement for Extra Semester(s) for graduate 
students below. After filling in the form, bring it to Sejongno Immigration Office with 
other requirements for ARC extension.

§ Who can Apply

Students with student visa(D-2) taking "extra semester(s)" (*Vary by major)
A. Masters: More than 4 semesters
B. Ph.D: More than 4 semesters
C. MS·Ph.D Integrated: More than 8 semesters

§ When to Apply

After GPA for 1st semester of 2020 is confirmed

(for students taking summer sessions: after GPA for summer session is confirmed)

§ How to Apply

A. The student fills in the 'applicant' part in 'Explanatory Statement for Extra
Semester(s)'. Then, bring it to the student's academic advisor, and request for the 
academic advisor to fill in the 'reason for taking extra semester(s)' part(box 
below the applicant part) with signature

B. The student's academic advisor writes the student's reason for taking 
extra semester(s) with signature, and return it to the student.

C. The student brings 'Explanatory Statement for Extra Semester(s)' with the 
signature of the student's academic advisor to Global Services Center(GSC). The 
form needs another confirmation from GSC.

D. GSC staff confirms and signs the form, and returns it to the student.

§ Please keep in mind

A. As per immigration law, Alien Registration Card(ARC) extension for extra
semester(s) are allowed within the valid period of student visa(D-2)

B. ARC extension might be granted/denied subject to individual circumstances
C. Fine may be imposed in case the Alien Registration Card(ARC) is not extended 

before its expir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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