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취업(C-4) 비자 】

 신청요건 :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
강의활동을 하는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국내체류기간 90일 이내)

 초청인은 아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부서에서 총장승인을 받은 후 피초청인에게 송부
해야 합니다.

1. 고용계약서 (작성 후 공문으로 국제지원센터에 총장직인 요청-> 국제지원센터 발급)
2. 초청사유서 (작성 후 공문으로 국제지원센터에 총장직인 요청-> 국제지원센터 발급)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문으로 재무부에 요청-> 재무부 발급)

 피초청인은 관련 서류를 수령하여 거주지역의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 재외공관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2. 사증발급신청서
3. 고용계약서
4. 초청사유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샘플]

EMPLOYMENT CONTRACT
Nationality :
Home Address :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Gender :

The above person and Korea University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terms.
Department Assigned :
Position Offered :
Period of Employment :
Responsibility :
Lecture or Speech
Class Hours :
3/Week
Subject to Teach :
N/A
Compensation :
US $
(Weekly payment)
This is to certify that all employment conditions listed above are complete and accura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Date: March 1, 2017

For Employer

For Employee

Jaeho Yeom
President, Korea University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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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사유서 샘플]

초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청

사

유

서

:

소속 및 직위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의 역사를 이해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나, 중국인의 입장에서 연구
하고 이해하는 중국사 또한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학과에서는 중국과의 국교 수립
이전인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경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을 해왔고,
1996년에는 상해의 복단대학과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1996년도 1학기에는 북경대학, 2학기
에는 복단대학의 교수를 초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북경대학교와 복단대학교에서 격
년에 한 학기씩 객원교수를 초빙하여 학술교류를 유지하는 외에도, 격년에 두 학기는 중국 전역의
유수한 학자를 고루 초빙하여 보다 다각화된 양질의 학문과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017년 1학기에는 북경대학 역사학과의 *** 교수를 초청하기로 하였습니
다. *** 교수는 중국 근현대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내고 있는 뛰어난 학자인 바, 본 학
과는 물론 국내의 중국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 교수

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2017년

고

려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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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교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