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처] 2021학년도 2학기 서울캠퍼스 학위과정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국제팀입니다.
국제팀에서는 2021학년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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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내용
2021.07.01.(목)~ 2021.08.20.(금) 한국 기준
서울캠퍼스 학위과정 재학생, 수료생(학부 및 대학원) 중 비자신청 예정자

신청대상

*2021-2학기 신입생 및 현재 휴학생 신청 불가!
신입생 및 복학 예정 휴학생은 별도의 안내에 따라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신청방법
신청 전
준비사항
발급기간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정보 입력 및 제출
- http://naver.me/FHYgTN0E
1)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면 사본(소지자에 한하여 제출)
2) 유효한 여권 사본
* 업로드를 위해 jpg/png/pdf 파일로 준비
2021.07.01.(목) ~ 2021.08.31.(화)
신청서류는 정상적으로 신청을 완료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생 메일(신

비고사항

청링크에 작성)로 발급될 예정이며, 신청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발급이 불가하며 기한 내 신청 못할 시 2021-2학기 입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서울 국제처 국제팀

[OIA] Notice on 2021 FALL Semester Seoul Campus International Degree student Certification of
Admission (CoA) Application

Hello. This i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Hanyang University.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Admission (CoA) and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Seoul Campus
International degree student entering Korea for the 2021 Fall semester is now open.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guideline and apply for the documents.

<Standard Admission Certificate and Business Registration Card Application>
Contents

Criteria
Application
Period

2021.07.01(Thurs) ~ 2021.08.20(Fri) Korean time
Seoul Campus Degree course enrolled student/course completed student(수료
생) who plan to apply for their visa (Undergraduate and Graduate)
*2021 fall semester new student and students currently taking leave of

Eligibility

absenc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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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aration
before
application
Issuance
period

Apply by clicking the link below
- http://naver.me/FHYgTN0E
1) copy of front and back page of valid Residence Card
2) copy of valid passport
* prepare in jpg/png/pdf format for file upload
2021.07.01.(Thur) ~ 2021.08.31.(Tue)
-The certificates will be sent to your email address (filled out in link) within

Notes

10days from the application date (when filled out correctly) and it may be
postponed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status.

Certificates will not be issued after the application period and if you do not apply on time,
your entry to Korea for the 2021 fall semester will be restricted. So please be advised.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Hanyang University

[国际处] 2021-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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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学年第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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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内容
2021.07.01(周四) ~ 2021.08.20(周五)以韩国时间为基准
2021-2学期预计申请签证的首尔校区学位课程在校生与结业生(수료

对象

申请链接
申请前准备
事项
签发期间
备注

생)
*正在休学的学生与2021-2学期新生无法申请
预计复学的休学生与新生按照另行通知申请
请输入以下链接来申请
- http://naver.me/FHYgTN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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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请准备*jpg/png/pdf格式
2021.07.01.(周四) ~ 2021.08.31.(周二)
申请材料预计将在申请正常结束后，10日内发送至学生邮件（申请链
接中所输入的邮箱地址），根据学生申请情况，受理时长可能会有所
延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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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学年 第2学期入境韩国。

汉阳大学国际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