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 서울캠퍼스
자가격리 안내
서울캠퍼스

- 한국정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미 준수 시 벌금 최대 벌금 1천 만원 및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음.
-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 안심밴드
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됨.

1. 자가격리 대상 :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2. 자가격리 기간 : 입국일로부터 만 14일 (대한민국 법무부 지침에 의거해 입국 후 2주 자가격리는 의무입니다.)
3. 자가격리 불가 장소 : 다중이용시설 (호텔, 호스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고시원, 다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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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신청 홈페이지 : www.globalenskr.com
- 자가격리 신청 가능 시기 : 7월 15일(수) 이후부터
- 자가격리 시설 이용 가능 기간 : 7월 29일(수) ~ 9월 15일(화)
- 비용 : 총 136만원(필수 108만원 + 보증금 28만원)

 필수: 108만원 (14일 숙소 사용료 98만원 + 공항픽업 및 코로나 진단검사 10만원)
 선택: 28만원 (식사 배달 , 생필품 구매 등 부대비용을 사용한 만큼 보증금에서 차감 후 차액 환불 예정)
- 신청가능인원 : 제한 없음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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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ose who satisfy
Korean standards

Self-quarantine
Seoul Campus
1. Those subject to self-quarantine: All inbound passengers entering Korea (both on direct flights and for stopovers)
2. Self-quarantine period: 14 days from the day entering Korea (According to Korean Government., 14-day quarantine is mandatory)
3. Facilities not available for self-quarantine: Multi-use facilities, Crowd Facilities (Hotel, Hostel, Resort, Guest house, Airbnb,

Goshiwon, Room for more than 2, etc.)
4. Facilities available for self-quarantine
1) The place written on valid ARC (With no roommates)
2) Hanyang University Temporary Off-campus Dormitory (students who are not able to find self-quarantine facility on their own
can apply for temporary dormitory)
- Self-quarantine application website: www.globalenskr.com
- Self-quarantine application period: from July 15
- Self-quarantine facility is available from July 29 to September 15.
- Total Fee : 1,360,000 KRW (including deposit amount 280,000 KRW)
 Fee: 1,080,000 KRW (including airport pick-up fee and diagnostic testing fee 100,000 KRW)

 Deposit: 280,000 KRW (Meal delivery service fee, daily necessity purchasing fee, etc. will be deducted from deposit if you
use the services. Rest of the deposit will be refunded)
- Number of people available for self-quarantine Facility : no limit
※ Please refer to the website for detailed information.

SELF-QUARANTINE (SEOUL CAMPUS)
Self-quarantine
Seoul Campus

- Failure to comply with self-quarantine guidelines may result in criminal penalty of imprisonment up to 1
year or a fine up to 10 million won according to Korean Government.
- If you leave your quarantine location without permission during your mandatory quarantine period or
otherwise fail to comply with quarantine guidelines, you will be required to wear a Safety Band (a locationtracking wristband that wirelessly connects to your phone’s Home 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If
you still refuse to comply, you will be ordered to quarantine at a designated facility at your own expense.

※ Beginning date of 2020 fall semester is September 1st. Please consider 14-day self-quarantine period before you
decide your flight schedule.
※ Seoul campus dormitory is not available for self-quarantine. Only those who completed self-quarantine for 2
weeks are able to check-in dormitory in Seoul campus.

居家隔离通知 – 首尔校区
居家隔离通知
首尔校区

- 根据韩国政府的相关法规，未遵守自我隔离相关规定时，将处以最多一千万韩
币的罚款以及一年以下的有期徒刑。
- 在自我隔离期间，发生无端外出情况时，将佩戴电子追踪手环，如拒绝佩戴，
将进行设施隔离。

1. 居家隔离对象: 从海外入境韩国的学生
2. 居家隔离期间: 自入境之日起满14天（根据韩国法务部规定，入境后2周内须义务进行居家隔离。）
3. 不可进行居家隔离场所: 公共场所（酒店、旅馆、度假村、招待所、民宿等）

4. 可进行隔离场所
1) 有效的外国人登录证上记载的地址（仅限于无同居人的本人居住地）
2）汉阳大学外部临时宿舍 （ 上1)号或无法自行寻找隔离场所的学生均可使用）
- 居家隔离申请链接 : www.globalenskr.com
- 居家隔离申请时间 : 7月15日(周三）以后
- 居家隔离设施可使用时间 : 7月29日（周三）~ 9月15日（周二）

总费用 : 136万韩元（居家隔离宿舍费 108万韩元+押金28万韩元）
必交费用 ：108万韩元（14天宿舍费98万韩元+机场接机及冠状病毒检查费用10万韩元）
押金 ：28万韩元（押金会扣除在隔离当中所产生的额外费用（送餐服务及生活用品等），剩余金额将会退还）
- 可申请人数: 无限制
※ 关于居家隔离服务的详细内容，请在上述的链接确认。
※ 2020 学年第二学期开学日期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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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