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 출국기간 및 재입국허가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국제처입니다.
국제처에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인 학생들의 해외 체류 및 재입국 허가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공지해드립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공지 내용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등록증(D-2비자)을 소지한 외국인 학생의 출국 기간
D-2비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출국한 후, 온라인 수업 수강
등의 사유로 인해 재학생 신분으로 출국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
및 외국인 등록증은 취소 처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국 1년 경과 후 수업 수강 등 학업의 사유로 한국에 다시 입국하려면 체
류중인 국가 대사관에서 유학비자를 새로 신청 및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2. 재입국허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 6월 1일부터 재입국 허가제 및
재입국 진단서 제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 이전에 한국에서 출국하여 2020년 6월 1일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 기간이 1년 경과한 학생이 한국에 입 한국에서 출국한 학생이 재입국 허가 기간
국하려는 경우

내에 한국으로 재입국 하지 못한 경우

유학비자 및 외국인등록증이 취소 처리 되 한국에서 출국 전 받은 재입국 허가 기간
므로 체류중인 국가 대사관을 방문하여 유 내에 한국으로 재입국하지 못하면 유학비자
학비자 신규 신청 필요

및 외국인 등록증이 취소 처리 되므로 체류
중인 국가 대사관을 방문하여 유학비자 신
규 신청 필요

<재입국 허가 신청>
❍ 대상: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외국인 중 2020년 6월 1일 이후에 한국에서 출국 후 재입국
하려는 자
❍ 제출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사유서,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제출 동의서, 수
수료
❍ 신청방법: 한국 출국일 4일전까지(공휴일 제외) 온라인신청(www.hikorea.go.kr)
※ 여권정보 변경된 경우에는 온라인 재입국허가 신청 제한되며, 등록사항 변경신고 후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재입국 시 제출 서류: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본 규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변경될 수 있으니 www.hikorea.go.kr을 항시 참
고 바랍니다.

Notice for International Students’ Re-entry permit & Departure
period from Korea

Hello, this is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During COVID-19,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re- entering & staying
overseas: Please read this notice carefully.

1. Departure period of international students with alien registration card (D-2 visa)
During COVID-19, if the student leaves Korea due to online class reasons and so on,
the visa and alien registration card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who has been issued
an alien registration card (D-2 visa) would be canceled after more than one year of
departure.
Therefore, if you want to re-enter Korea again after more than one year of departure

due to academic reasons such as taking classes, you must apply for a new D-2 visa
from the national embassy where you are staying.

2. Re-entry permit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re-entry permit system and a re-entry
certificate submission system since June 1, 2020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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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ho has left Korea before June to re-enter Korea after June 1, 2020, while
1, 2020, and has left Korea for more fails to re-enter Korea within the re-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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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ssy and apply for a new D-2 visa. canceled, and it is necessary to visit the
national embassy and apply for a new D-2
visa.
<Re-entry Permit system in response to COVID19>
❍ Eligibility: Registered aliens seeking re-entry into the Korea after departure from
the country
❍ Required documents: passport, copy of alien registration, re-entry permit
application, letter of explanation, Consent form for submission of Diagnosis,
Fee(30,000KRW)
❍ Application: apply online minimum 4 days (excluding holidays) before exit from
Korea(www.hikorea.go.kr)
※ Re-entry permit is restricted to those whose passport information has changed, you
must declare alien information change before applying for re-entry permit.
❍ Required document on re-entry date
PCR negative test result report issued 72 hours before departure
back to Korea after expiration of the re-entry allowance period will result in

The regulation may change depending on COVID19 status, so please refer to
www.hikorea.go.kr for more information

外国学生出国时间及再入境许可相关通知
你好，这里是汉阳大学国际处。
国际处为妥善解决因新冠疫情而产生的外国学生海外滞留及再入境许可等问题，公布如下相关事
项。
相关学生请务必确认以下内容。

1. 持有外国人登陆证（D-2签证）留学生的出国时间
持有D-2签证的留学生从韩国离境后，由于网课等原因，以在读生身份离境韩国超过一年时间的
情况，所持有的留学签证及外国人登陆证将被注销。
此类情况，后由于课程等学校是由需要再次返回韩国的情况，需要学生本人在滞留所在国的大使
馆重新申请留学签证并获得相关许可，方可再次入境。

2. 再入境许可
韩国政府为了防止新型冠状病毒的扩散，从 2020 年 6 月 1 号起，实施再入境许可制度和再入境
诊断书政策。
2020年6月1日前离开韩国，在外滞留时间超 2020年6月1号之后，获得再入境许可后离开
过一年，想再次返回韩国的情况

韩国的学生，未能在再入境许可申请期间内返
回韩国的情况

本人的留学签证及外国人登陆证将被注销，需 未能在申请的再入境许可期间返回韩国的学
到滞留国的大使馆重新申请留学签证。

生，本人的留学签证和外国人登陆证将被注
销，需到滞留所在国的大使馆重新申请留学签
证。

<再入境许可>
❍ 对象：办理完外国人登陆的外国人中出境后打算再次入境者
❍ 所需材料：护照、韩国外国人登记证、再入境许可申请表、关于“再入境前接受检测，再入
境时提交诊断证明”的同意书、情况说明、手续费（3万韩币）
❍ 申请方法: 韩国出境日最少4天前（公休日除外）在线申请（www.hikorea.go.kr）
※护照信息上有变更时限制在线申请再入境许可，变更登记事项申报后才能申请再入境许可
❍ 再入境时所需材料：离境国家出发时间前72小时内发放的PCR阴性确认书
本规定可根据新型冠状病毒的扩散情况进行修改，请随时参考www.hikore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