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신청서
Re-registration form
■ 다시 휴학 예정 Will re-apply for Leave of Absence: 예 Yes (

) / 아니오 No (

)

** 휴학기간 1년이 만료되어 복학 신청 후, 바로 다시 휴학 예정인 경우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If your past leave
of absence (1yr max) expired and are planning to reapply for leave of absence in the coming semester, then please
select yes.

■ F비자 소지여부 F Visa holder : 예 Yes (

) / 아니오 No (

)

■ 유학 비자(D-2) 신청예정장소 Planned Study Visa (D-2) Application site :
- 한국 Korea (

)

- 한국 외 기타국가 Countries other than Korea (

)

- 비자 신청 안함(해외 온라인 수업이수) ※선택 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불가 (

)

Does not apply (take online course abroad) ※Certificate of admission not provided
** 한국에서 비자 신청 후 출국을 원할 경우 반드시 비자 발급 및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연장이 다 완료된 후
출국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if you want to leave the country after applying for visa in
Korea, you must leave after visa issuance and Residence Card extension are completed.
*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업자등록증은 HY-in포털 신상정보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 Certificate of admission and business license is sent to email address listed in HY-in portal website
개인신상정보 Personal Information
이름 Name
과정 Course

학번 Student ID No.
학부 Undergrad (

)

)

박사/석박통합 PhD/master leading PhD(

단과대학 College

)

학과/전공 Department/Major
외국인등록번호(소지시)

여권번호 Passport No.
전화번호 Phone No.

석사 Masters(

Residence Card No.(If any)
*반드시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Must enter reachable No.
복학 유형구분 Type of Re-registration

일반복학

신입복학

Regular Re-reigstration

Newcomer Re-registration
복학조건 한국어능력 도달여부 체크 (**신입복학만 해당됩니다.)

Whether you satisfied Korean Proficiency Standard (**Only for newcomer Re-registration)
TOPIK급수
TOPIK level

급 level

년(year).

한양대 어학원 수료
HYU IIE completion

월(month).

급 level

일(day).

성명 Name :

HANYANG UNIVERSITY

(서명 Sig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