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국제처입니다.
국제처에서는 최근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학본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유학생 출입국·체류관리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2021학년도 2학기 수업 형태 및 입국 마감일 안내
한양대학교는 2021학년도 2학기 대면 수업, 비대면 원격수업, 병행수업(대면+비대면) 등의 형태로 진행합니다. 대면수업 및
병행수업은 대면 시험 원칙, 비대면 원격수업은 신청자에 한하여 시험 대체 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7월 22일 이후 수업 형태
및 강의계획서를 확인하여 해외에서 온라인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든 과목을 원격수업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대면수업
또는 대면+비대면 병행수업을 한 과목이라도 수강하는 경우 HYU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국이 필요합니다.)
2021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학생들만 표준입학허가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에 입국할 학생들은
반드시 개강일인 2021.09.01(수)전까지 한국 입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비자발급 제한, 항공편 예약 지연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이 불가한 학생은 최종 입국 마감일인 2021.09.21.(화)까지 필히 입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8.20.이후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불가

※ 2021.09.21.이후

미입국자 조치: 출입국관리사무소 통해 학생 유학비자(D-2) 취소 및 입국 제한

→ 2021.2학기(2021.09.22.~2022.02.28.)동안 입국 불가/ 원격수업 수강 시 온라인 강의 및 대체 평가 제공 가능
■ 입국 불가 사유 인정 (대체 평가 제공)
수업 형태

인정기간

대체 평가 방식

인정사유

원격 시험

해외 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 수업 (교강사에 따라 원격 시험
또는 대체 평가 제공)

증빙서류

(공휴일포함)

인해 입국 불가능한 경우
* 수업일·시험일로부터 15일 전이 되는 날을

해당 수업/시험일

해외 체류 증빙 서류
(종류 제한 없음, 제출 필수)

기준으로 판단

- 대체 평가 신청 방법: 학생은 최대한 빨리 해당수업 담당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추후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대면수업 출석불가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별첨)과 증빙서류를 함께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교과목별 수업형태는 수강편람 오픈 시(2021.07.22(목) 오후5시 이후) 교과목별로 확인 가능. 2021-2학기 수업형태(수강편람 공지)는
HYU거리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및 취소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자 중 해외에서 온라인 수업 이수를 위해 2021학년도 2학기 중 입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할 학생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표준입학허가서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입학허가서 취소 링크: http://naver.me/FqS0VUZ5
※ 2021-2학기 표준입학허가서는 2021.08.20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관련사항 국제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링크:
http://oia.hanyang.ac.kr/notice/2619 ) 참고 바랍니다.
위에 안내 드린 사항은 학생들의 원활한 입국과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 마련한 방침이오니 필히 숙지하시어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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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this is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f Hanyang University.
According to the government and the university’s principle in light of the recent spread of COVID19 viru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provides the following adjustments on information on immigration and stay manage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for the
second semester of 2021. Please be advised
1. Designation of the Final Entry Date for the Fall Semester of 2021
Starting from 2021 Fall semester Hanyang University will conduct face-to-face classes, remote classes, and parallel classes
(face-to-face + remote)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1. Face-to-face classes and parallel classes exam will be conducted
through face-to-face principles while remote class exam is open to alternative evaluation to those who apply. Students
who want to take online classes overseas should apply for only remote classes after referring to lecture manual open
on July 22nd. (If you take at least one face-to-face class or parallel class, the form of the test may vary depending on
the HYU social distancing guideline, so you must enter the country.)
We advise only those students who must enter Korea during 2021 fall semester to apply for Certificate of admission,
and students who enter Korea must complete their entry into Korea by 2021.09.01 (Wednesday) which is the
starting date of the semester. However, students who are unable to enter the country due to unavoidable reasons such as visa
issuance restrictions or flight reservation delays must enter the country by the final entry deadline, which is 2021.09.21 (Tuesday).
※ Certificate of Admission cannot be applied after 2021.08.20
※ Measures for non-entry after 2021.09.21: Cancellation of student study visa (D-2) and restriction of entry

through immigration office
→ During the fall semester (Sep 22, 2021 ~ Feb 28, 2022), entry to Korea is not available/ Can provide online lectures and
alternative evaluations when taking remote classes.
■ Acceptable reasons for not entering the country (Alternative evaluation is available)
Acceptable Reasons for Unavailability in
Period
Required Documents
attending
(Holiday
of Proof
Offline Class or Offline Exam
included)
Student staying abroad who has restrictions
Proof of
Remote exams
Remote
Date of the
in entry due to COVID-19 situation
Staying abroad
(
depending on Lecturer, it may
Classes
* Decided based on submission made 15 days course or exam (No type restrictions,
be online exam or other
(Online)
alternative evaluation)
prior to the date of class or exam
submission required)
- Application Method for Alternative Evaluation : Students must inform the relevant class instructor as soon as possible. Then, the
student must submit the <Face-to-face Lecture or Exam Absence Reason Statement> (find attachment) with evidentiary
documents for proof to the instructor.
Form of
Lecture

Alternative
evaluation

※ The types of classes for each subject can be found on the lecture manual (opens on 2021.07.22- Thursday 17:00 or later). Class types for
2021 Fall semester (lecture manual notice) may change based on HYU social distancing level.
2. Guideline for Applying/ Cancelling Certificate of Admission
Due to the spread of the pandemic, students who will not enter the country during 2021 Fall and to complete the online classes abroad
should cancel the Certificate of Admission through the link below.
■ Link to cancellation of Certificate of Admission: http://naver.me/FqS0VUZ5
※ Application to the Certificate of Admission is accepted until 2021.08.20. For related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notice on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website (link: http://oia.hanyang.ac.kr/notice/2619).
The above information is to support our students to enter the country successfully to perform their studies. Therefore,
please be advised of the information and prepare for the upcoming 2021 Fall semester. Thank you.

2021. 07

Vice President for International Affairs

您好，
这里是汉阳大学国际处
为了预防最近再次扩散的 COVID-19 病毒感染，根据韩国政府和大学总部的方针，国际处通知《关于2021 学年第二
学期留学生的出入境·滞留管理变更事项》，其公告如下。
1. 指定2021学年度第2学期最终入境截止日期
汉阳大学2021学年度第2学期将采取线下授课、远程授课、并行授课（线下+远程）等形式进行。线下授课及并行授课
将遵循线下考试原则，远程授课的学生当中申请代替评价的学生将以进行考试代替评价。请确认7月22日以后公布的授
课形态及课程计划书，希望在海外线上授课的学生在申请课程时将全部课程均申请为远程授课。 （即使只有一门线下
授课或线下+远程并行授课的情况，根据HYU保持社会距离阶段的不同，考试形态也会有所不同，因此必须入境。）
请2021学年度第2学期必须入境韩国的学生申请标准入学许可书，预计入境的留学生必须在开学日2021.09.01(星期三)
之前入境韩国。但是, 受到签证发放限制、机票预约延迟等不可避免因素影响的学生必须在最终入境截止日2021.09.21.
(周二)之前务必入境。
※

2021.08.20以后不可申请标准入学许可书

※ 2021.09.21.以后未入境者的措施: 通过出入境管理事务所取消学生的留学签证(D-2)及限制入境
→ 2021.2学期(2021.09.22.~2022.02.28.)期间无法入境/ 远程授课时可提供在线授课及替代评价
■ 不可入境事由认证 (提供代替评价)
课程形态

代替评价方式

认证事由

远程考试

海外滞留者受新冠疫情影响无法入境情况

远程课程 （根据授课教师的决定提供

*以课程日期·考试日期15日之前的日期为

远程考试或是替代评价）

基准判断

认证期间
(包括公休日)
相应授课/
考试日

证明材料
海外滞留证明材料
（不限种类，
必须提交）

- 代替评价申请方法: 学生应尽快向相应课程的担当教授告知自身情况，将准备好的材料<无法出席线下课程/
无法参加线下考试事由书>（附件）和证明材料一并提交给教授。
※ 各科目授课形式可在授课手册公开时(2021.07.22(周四)下午5点以后)按科目分类确认。2021年度第二学期课程形
式(授课手册公告)根据HYU保持距离阶段为准可进行变更。
2. 标准入学许可书申请及取消指南
随着新冠疫情的扩散，现有标准入学许可书申请者中，在海外进行线上课程，2021学年度2学期中不入境滞留海外的学生，
请通过下方链接取消标准入学许可书。
■ 标准入学许可书取消链接: http://naver.me/FqS0VUZ5
※ 2021-2 学 期 标 准 入 学 许 可 书 接 受 申 请 至 2021.08.20 。 相 关 事 项 请 参 考 国 际 处 网 页 中 的 公 示 事 项 ( 链 接 :
http://oia.hanyang.ac.kr/notice/2619 )
以上通知事项是为了同学们能够顺利入境和成功完成学业准备的方针政策，请务必熟知，为2021学年度第2学期做好准
备。谢谢！

2021.07

国 际 处 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