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 서울캠퍼스
자가 격리 안내
★ 유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진행하여야 함.
-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됨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방역 조치 위반 시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
격리 조치됨 (비용 자부담)

1. 자가격리 대상 :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2. 자가격리 기간 : 입국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입국일+14)의 12:00까지
예) 2월 1일 입국한 경우 만14일이 되는 15일의 12:00까지 자가격리 의무기간
3. 자가격리 불가 장소 : 다중이용시설 (호텔, 호스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2인 이상 사용 공간 등)
4. 자가격리 가능 장소
1)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상의 기재된 주소지 (동거인이 없는 본인 거주지에 한함)
2) 한양대 외부 임시 기숙사: 위 1)번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자가격리시설을 찾기 힘든 학생 모두 이용 가능
<한양대 외부 임시 기숙사>
-

신청 링크 : https://homehyu.imweb.me/

-

자가격리 숙소 신청방법 : 링크 접속 (https://homehyu.imweb.me/) > 질문에 따라 답변 입력 > 한양대 학위학생 코드(201980)
입력 필수 > 제출

-

관련 문의 : 전화번호 : +82-70-4126-5300 / +82-10-4487-8026 ; 이메일 : home@hirediversity.oqupie.com

※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일은 9월 1일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14일)을 고려하여 입국일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교내 기숙사에서는 자가격리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ELF-QUARANTINE (SEOUL CAMPUS)
Self-quarantine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vaccinated or not, must self-quarantine for two weeks.
–
–
–
–

Those who fail to comply with self-quarantine orders face up to a year in prison or a 10-million won fine.
If one incurs any loss in the nation due to violation of self-quarantine instructions, he/she may be subject to claims for damages.
Those who violate the self-quarantine instructions will be responsible for their COVID-19 medical expenses.
If quarantine measures are not followed, such as unauthorized departure from the quarantine site during self-quarantine, the wrist
safety band will be put on. If one continues to refuse to comply, he/she it is refused, he or she will be placed in quarantine at a
government facility. (The violator must pay the fee.)

1. Those subject to self-quarantine: All incoming passengers to Korea (both on direct flights and for stopovers)
2. Self-quarantine period: Until 12:00 PM of the 14th day from the day of entering Korea
ex. If you enter Korea on February 1st, you must be quarantined until February 15th, 12:00 PM.
3. Facilities not available for self-quarantine: Multi-use facilities (hotel, hostel, resort, guest house, a room for more than 2, etc.)
4. Facilities available for self-quarantine
1) The address written on a valid ARC (With no roommates)
2) Hanyang University Temporary Off-campus Dormitory (students who are unable to find self-quarantine facilities on their
own may apply for temporary dormitory accommodations.)
< Hanyang University Temporary Off-campus Dormitory >
Application link to arrange designated quarantine hostels : https://homehyu.imweb.me/
How to apply : Access the Link(https://homehyu.imweb.me/) > Respond step-by-step > MUST Enter the "Hanyang
University Degree Course Code(201980) > Submit
※ If you have any inquiries regarding Self-Quarantine, please contact directly to the hostels via below information.
* Phone No. : +82-70-4126-5300 / +82-10-4487-8026
* Email : home@hirediversity.oqupie.com
※ The 2021 Fall semester will begin on September 1st, 2021. So, please plan your arrival date while keeping the selfquarantine period in mind (14 days)
※ Students are not allowed to self-quarantine in the campus dormitory.

居家隔离 – 首尔校区
居家隔离
居家隔离通知
– 首尔校区
★ 留学生无论是否接种疫苗，都要进行两周的居家隔离。

- 违反居家隔离守则时，将处以一千万韩币以下罚款或一年以下有期徒刑。
- 因违反居家隔离守则造成的国家损失，需承担民事赔偿责任。
- 违反防疫守则时，产生的新型冠状病毒治疗费用需本人全额承担。
- 居家隔离期间发生擅自离开隔离场所等不遵守隔离守则的情况，将会佩戴电子追踪手环，如拒绝佩戴将采取设施
隔离措施。（费用自行承担）
1. 居家隔离对象: 从海外入境韩国的学生
2. 居家隔离期间: 自入境日起满14天 (入境日+14)的12:00为止
3. 不可进行居家隔离场所: 公共设施 (酒店, 青年旅社, 度假村, 民宿, 两人以上使用的空间等)
4. 可进行隔离场所
1) 有效的外国人登录证上记载的地址（必须是在独立的空间生活)
2）汉阳大学外部临时宿舍： 不属于1）的情况或者无法自行找到可进行隔离场所的学生都可以使用。
《汉阳大学外部临时宿舍》
-

申请居家隔离链接 ：https://homehyu.imweb.me/

-

居家隔离宿舍申请办法 ： 点击链接（https://homehyu.imweb.me/）》回答问卷》 必须输入汉阳大学学位课程号码 （201980）》提交

※ 关于居家隔离有所疑问，请参考下面的联系方式 :
* 电话 ：+82-70-4126-5300 / +82-10-4487-8026

* 邮件 ：home@hirediversity.oqupie.com
※ 2021 年第二学期开学日：9月1日, 请考虑居家隔离期间（14日），确定入境日期。
※ 汉阳大学首尔校区校内宿舍不可进行隔离，请务必注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