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처] 2022학년도 1학기 서울캠퍼스 학위과정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2차 신청 안내
국제팀에서는 2022학년도 1학기 서울캠퍼스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입국 예정자를 대상으로 비
자 신청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하단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구분

내용

신청기간

2022.1.24.(월)~ 2022.1.28.(금) 한국 기준

발급기간

2022.02.08.(화)~
서울캠퍼스 학위과정 재학생, 수료생 중 비자신청 예정자

신청대상

*2022-1학기 신입생 및 현재 휴학생 신청 불가!
신입생 및 복학 예정 휴학생은 별도의 안내에 따라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신청방법

하단 링크 설문 작성
- http://naver.me/GyLo7XDP
1)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소지자에 한하여 제출)

신청 전

2) 유효한 여권 사본

준비사항

3) 은행잔고증명서 번역본 스캔본1
* jpg/png/pdf 형식
- 표준입학허가서는 2022년 2월 7일(월)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발급 예정이며

비고사항

신청일로부터 발급까지 최소 근무일 기준 약 10일이 소요됩니다.
- 발급 일정은 신청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신속한 발급을 위해 발급
일정에 관한 문의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1)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 은행잔고증명서는 번역본(국/영문)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입국 후 30일 이내에 학번+”재학
생”을 표기하여 국제관 218호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추후 출입국 업무에 불이익
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부모 명의 은행잔고증명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단,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유효한 서류도 가능
- 금액 기준: 20,000 USD/ 140,000 RMB / 23,000,000 KRW
- 중국소재은행 발급의 경우 30일 이내 발급하였으며, 동결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는 서류
신청기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발급이 불가하며 기한 내 신청 못할 시 2022학년도 1학기
비자 신청 및 입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서울 국제처 국제팀

[OIA] Notice on 2022 Spring Semester Seoul Campus International Degree Student Certification of
Admission (CoA) Application (2ND Round)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Admission (CoA) and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Seoul Campus
International degree student entering Korea for the 2022 Spring semester is now open.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guideline and apply for the documents.
<Certificate of Admission and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pplication>
Contents

Criteria
Application Period
Issuance Period

2022.1.24(Mon) ~ 2022.1.28(Fri) Korean time
2022.02.08(Tue)~
Seoul Campus Degree course enrolled student/course completed student(수
료생) who plan to apply for their visa
*2022 spring semester new student and students currently taking leave

Eligibility

of absence are not eligible.
Students who are re-registering for the coming semester must apply
through re-registration procedure. New students must apply based on
admission guideline for successfully admitted students.

How to apply

Complete the link below
- http://naver.me/GyLo7XDP
1) Copy of front and back page of valid Residence Card

Preparation before
application

2) Copy of valid passport
3) Copy of Translated Certificate of Bank Balance1
* jpg/png/pdf format
- Certificate issuance will begin from Feb 7th and will take 10 working
days at minimum

Notes

- Issuance schedule may be postpon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status. Please understand that to ensure prompt issuance, it
may be difficult to answer all queries on the issuance schedule

Note1) Certificate of Bank Balance
* Original copy of translated (in korean/ english) bank certificate must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Building no. 218 within 30 days from your arrival with Student ID
Number+”Registered Student(재학생)” written on it. If you fail to submit, there will be pe
nalties to your visa application in the future.
- An Original Bank Balance Certificate issued within 30 days before the application date, and is
under the student or the parents’ nam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must be submitted if under
parents’ name)

- Yet, If there is a validity period in the Certificate, the certificate should be issued within 6 month
before the application date and should be valid on the application date.
- Amount Required: 20,000 USD/ 140,000 RMB / 23,000,000 KRW
- If a student wishes to submit the certificate issued by a bank in China, the certificate must be
issued within 30 days and the period of the frozen amount must not be less than 30 days.

Certificates will not be issued after the application period. And if you do not apply on time,
your entry to Korea for the 2022 Spring Semester will be restricted. So please be advised.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Hanyang University

[国际处] 2022-1学期首尔校区学位课程留学生标准入学许可书申请指南

您好，这里是汉阳大学国际处。
国际处将统一接收2022学年第1学期预计入境韩国的首尔校区留学生办理签证所需的标准入学
许可书及事业者登陆证申请。请参考以下注意事项。

<标准入学许可书及事业者登陆证申请>
分别
申请期间
发放期间
对象

申请链接
申请前准备事
项

备注

内容
2022.1.24(周一) ~ 2022.1.28(周日)以韩国时间为基准
2022.02.08(周二) ~
预计申请签证的首尔校区学位课程在校生与结业生(수료생)
*正在休学的学生与2022-1学期新生无法申请
预计复学的休学生与新生必须按照另行通知申请
请输入以下链接来申请
- http://naver.me/GyLo7XDP
1) 有效的外国人登陆证 正反面复印件(持有者必须提交)
2) 有效的护照复印件
3) 银行存款证明翻译本复印件1
请准备*jpg/png/pdf格式
- 申请材料将会于1月3日依照申请顺序发送给同学，发送时间预计为申请日
后最短10天工作日。
- 根据全体学生申请情况，受理时间可能会有所延迟。为了尽快处理材料，
我们无法给予有关发放日程的准确答辩，敬请谅解。

备注1) 关于发行银行存款证明书的事项
* 由于原则上学生必须提交银行存款证明书的翻译原件（韩英）, 请学生在入境韩国后30
天内在原件写上 学号+“재학생（在校生）”，并提交到国际馆218号。没提交的学生在以
后处理出入境业务时，可能会收到不利的影响。
- 必须提交以申请日为基准30天内发行的本人或父母名义的银行存款证明书原件(若学生提
交父母名义的存款证明书，该学生必须提交亲属关系证明书)。
- 存款证明书上若有显示有效期，存款有效期必须是在证书发行日的6个月内，并且有效。
- 存款金额: 20,000 USD/ 140,000 RMB / 23,000,000 KRW
- 中国所在银行发行的存款证明书: 必须提交在30天内发行，冻结时间剩下30天或以上的证
书。
申请期间后，不管出于何种理由，我校将无法再发放标准入学许可书和事业者登陆证。请注
意：未在申请期限内申请的学生，将无法在2022学年 第1学期入境韩国。

汉阳大学国际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