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

(앞 쪽)

국외출생, 외국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병역연기 또는 면제처분이 취소되고 병역
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나” 또는 다”에 해당할 경우 향후 국외여행이 제한(뒤쪽 참조)됨을 안
내합니다.(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
은 경우에는 부ㆍ모가 아래 “가”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됨)
가.「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나.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계산례 : 뒤쪽 참조)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
가)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장의 사실확인서
2)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의 교육과정에 수학하는 사유로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가) 학교별제한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예 : 4년제 학사과정은 24세, 2년제 석사과정은 26세)]에
1년을더한기간까지의범위에서국내정규학교(고등학교는제외)에재학하는사람: 재학증명서
나)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 : 재학증명서
“

* 다만, 위 해당 교육과정의 선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나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위 가)의 상한연령을 3년이상 초과한 경우 또는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

다)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국내 정규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 사람 : 재학증명서
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아래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업 등으로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ㆍ공업ㆍ상업ㆍ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 활동
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병 무 청 장

(뒤 쪽)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제한 안내
병역의무자 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거나,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70조제2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음(☞출국을 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1. 병역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가 되는 해까지 국외에 체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국외출생,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받은 사람으로
서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병역의무자(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
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 또
는 모 포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유로 국외
여행허가 또는 병역연기(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이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하면 허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내체재기간 산정 방법 안내
1. 「1년의 기간 내」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 ’16. 6.30(산정일) → ’15. 7. 1(1년이 되는 날)
2. 「통틀어 6개월 이상」이란 「1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합니다.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합니다.

예 1) ’15. 7. 1입국하여 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 2)「’15. 7. 1～’16. 6.30」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 그 밖에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ront Side)

Military Service Duty Imposition
1. Those who already got exemption or postponement of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overseas immigration could have their permit cancelled and
military duties imposed under below conditions (A to D):
A. Those who have declared permanent return in accordance with the「Emigration Act」
B. Those who have been living in Korea for a total of 6 months or longer in a period of 1 year.
(☞ Please refer the back side for how to calculate the period of stay in Korea)
※ However, if someone stays in Korea for one of the following reasons, it is not included in the period of stay in Korea.

1) If he stays in Korea for 60 days or less due to his own wedding, the childbirth of his spouse, or the
funeral service, the wedding, or the 60th birthday anniversary of his or his spouse's siblings, lineal
descendants, or ascendants;
2) If he stays in Korea for 60 days or less in order to participate in sports contests sponsored by sports
organizations affiliated with the Korea Sports Council as a player or an officer;
3) If he stays in Korea in order to study at one of the Korean educational institutions when one of his
parents or his spouse does not stay in Korea.
A) Where he studies a Korean educational institution (except high school) within a one-year period after the age
limits by school;
B) Where he is selected by and studies at a Korean educational institution operated and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r a public organization for Korean nationals abroad;
* Not applicable to who loses his qualification required for the curriculum, who is taking a degree course and
3 years older than the age limits prescribed in A), or who is taking a curriculum, not for a degree and the
total period of attendance at school exceed 2 years
C) Where he attends a university-affiliated language institute, etc. in order to learn his native language or culture
within a total of 1 year.

C. Those who have been engaged in for-profit activities such as getting a job in Korea;
1) Within a period 1 year, more than 60 days profitable activity as
․ Any paid employment
․ Business operation such as agricultures, industries, commercials, fishing, etc.
2) Within a period 1 year, any activities below more than 60 days as
․ Actor, Artist, Athlete player, Film making, etc. with profit
․ Or making 10 million KRW or more for providing other personal services
D. Those who received permission on the grounds of living abroad with their parents
but whose parent who made the permission possible has been staying in Korea
for a total of 6 months or longer in a period of 1 year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Back Side)

Overseas
Travel
Period
Extension
is
Not Permitted to the Following Candidates
The people to be applicable below categories, #1 through #4, who don't finish or
get exemption their military duty could NOT obtain overseas travel permit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servic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part 70.2 and its
enforcement part 145.4.
1. Those who have evaded or are evading draft physical examination, conscription, or summoning
2. Those who have deserted service such as military service and social service personnel, etc.
3. Those who violated the overseas travel permit duty
▫ who have traveled either without the permit or no return until the permit expired.
▫ who have traveled overseas before 24-year-old without any permit, then failed to
get his permit until the year of his age reaching 25 with staying abroad.
4. Permanent residents and other overseas emigrants whose military service
exemption(postponement) cancelled due to the reasons such as for-profit activities
in Korea
5. Those who have cancelled the Overseas Travel Permit for the reason of stay 6 months
or longer out of a period of 1 year(For your information, the '6 months rule' affects
on not only for the party of duty but it's also applicable for either one or both of his
parent's staying in Korea)

How to Calculate the Period of Stay in Korea

1.「In a period of 1 year」means the 1 year period from the date in question and
counting back.
Ex) June 30, 2016(the date in question) ⟶ July 1, 2015(the date that marks 1 year, counting back
from the date in question)

2.「A total of 6 months or longer」means you have stayed in Korea for a total of
183 days or more, regardless of how many times you entered the country within
"a period of 1 year."
Ex 1) You came to Korea on July 1, 2015, and stayed continuously until the 183rd day.
Ex 2) The total number of days you stayed in Korea from July 1, 2015 to June 30, 2016 is
183 days or more

※ ROK MMA Call Center(☎ 1588-9090, without area code) for more inqui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