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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족 개관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
   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
이 적용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가.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
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을 말한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

  1) 출생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법」 제2조)
  2) 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
知)된 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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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
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4조)

2. 국제결혼 현황 

 가. 국가별 국제결혼 건수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제결혼 총건수 25,963 23,316 21,274 20,591 20,835

한국남자+외국여자 18,307 16,152 14,677 14,822 14,869

중국 6,058 5,485 4,545 4,198 3,880

베트남 5,770 4,743 4,651 5,377 5,364

필리핀 1,692 1,130 1,006 864 842

일본 1,218 1,345 1,030 838 843

캄보디아 735 564 524 466 480

태국 291 439 543 720 1,017

미국 637 636 577 570 541

기타 1,640 1,810 1,801 1,789 1,902

한국여자+외국남자 7,656 7,164 6,597 5,769 5,966

일본 1,366 1,176 808 381 311

중국 1,727 1,579 1,434 1,463 1,523

미국 1,755 1,748 1,612 1,377 1,392

캐나다 475 481 465 398 436

호주 308 249 254 197 203

기타 1,572 1,931 2,024 1,953 2,101

  1) 혼인건수
    ○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8백 35건으로 전년대비 2백 44건, 1.2% 증가함
    ○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7.9%로 전년보다 0.6% 증가함
  2) 외국인의 국적
    ○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베트남(36.1%), 중국(26.1%), 태국(6.8%) 순임.
     - 전년대비 외국 여자와의 혼인건수는 태국(41.3%)은 증가한 반면, 중국(-7.6%), 미국      
        (-5.1%)은 감소함
    ○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의 국적은 중국(25.5%), 미국(23.3%), 베트남(9.8%) 순임.
     - 전년대비 외국 남자와의 혼인건수는 중국(4.1%), 캐나다(9.5%)는 증가한 반면, 일본      
        (-18.4%)은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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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현황(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2016년 11월기준(2018년 최신 자료)

구분

총 계 결 혼 이 민 자

계 남 여 소계 남 여
국적미취득자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705 6,131 14,574 11,853 1,598 10,255 6,672 984 5,688 5,181 614 4,567

중구 346 105 241 230 46 184 120 17 103 110 29 81

서구 728 208 520 452 57 395 236 25 211 216 32 184

동구 702 177 525 434 46 388 234 20 214 200 26 174

영도구 958 250 708 560 54 506 321 35 286 239 19 220

부산진구 1,959 563 1,396 1,131 128 1,003 645 77 568 486 51 435

동래구 959 262 697 547 67 480 301 39 262 246 28 218

남구 1,561 476 1,085 832 102 730 494 72 422 338 30 308

북구 1,701 526 1,175 938 101 837 470 41 429 468 60 408

해운대구 2,150 804 1,346 1,173 282 891 695 205 490 478 77 401

사하구 2,560 706 1,854 1,474 162 1,312 814 99 715 660 63 597

금정구 1,173 328 845 702 92 610 417 56 361 285 36 249

강서구 824 255 569 447 69 378 279 50 229 168 19 149

연제구 844 267 577 464 68 396 264 41 223 200 27 173

수영구 965 317 648 574 127 447 335 92 243 239 35 204

사상구 2,247 596 1,651 1,302 130 1,172 702 75 627 600 55 545

기장군 1,028 291 737 593 67 526 345 40 305 248 27 221



- 10 -

 다. 시도별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
(단위: 건, %)

구분
혼인건수(A) 외국인과의 혼인(B)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 

(B/A)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전 국* 302,828 281,635 264,455 21,274 20,591 20,835 1000 12 70 73 79

서 울 64,193 57,643 53,776 4,681 4,564 4,437 213 -28 73 79 83

부 산 18,553 17,113 15,677 1,119 1,071 1,035 50 -34 60 63 66

대 구 12,545 12,216 11,392 732 754 726 35 -37 58 62 64

인 천 17,118 16,092 15,235 1,077 1,148 1,166 56 16 63 71 77

광 주 7,945 7,468 7,141 438 451 468 22 38 55 60 66

대 전 8,805 8,325 7,697 484 481 448 22 -69 55 58 58

울 산 7,483 7,006 6,331 435 448 432 21 -36 58 64 68

세 종 1,498 1,612 1,728 67 67 89 04 328 45 42 52

경 기 73,950 70,052 66,429 5,315 5,461 5,752 276 53 72 78 87

강 원 7,876 7,468 7,295 439 460 503 24 93 56 62 69

충 북 8,872 8,334 7,990 639 666 639 31 -41 72 80 80

충 남 12,331 11,792 10,961 872 831 982 47 182 71 70 90

전 북 9,060 8,216 7,817 742 699 717 34 26 82 85 92

전 남 9,275 8,554 8,049 726 777 728 35 -63 78 91 90

경 북 14,273 13,363 12,190 965 1,017 1,000 48 -17 68 76 82

경 남 18,671 17,580 15,978 1,201 1,217 1,243 60 21 64 69 78

제 주 3,676 3,705 3,654 284 350 375 18 71 77 94 103

3. 다문화가족 지원 개요

 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의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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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
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2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
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함)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0분의 2이상의 범위에서 위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3항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
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22호, 2015 10 16 발령·시행) 제10조제1호]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위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
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4항)

  ❍ 교육부 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5항 전단)

 다.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
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를 제공받고, 사회적응교육과 직
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다문
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위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2항)
  ❍ 방문교육의 비용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
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3항)



- 12 -

 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
할 수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4항)

 마.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위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제2항)

 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
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
 ※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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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

 사. 다국어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를 말한다.
  ❍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가정폭력으로 결혼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차. 아동 보육·교육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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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된 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
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정하여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
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 「국적법」

「국적법」에서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귀화의 요건과 허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의 상실, 국적의 회복·재취
득 등의 절차,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지원 등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
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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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일반정보

1. 일반정보

 가. 정식국명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줄여서 ‘한국(Korea)’이라고도 부른다. 

 나. 위치와 면적

아시아 대륙 북동쪽 한반도에 위치하며, 남한의 면적은 100,1881㎢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한 남·북한 전체 면적 221,000㎢의 45%이다 한반도의 면적은 캄
보디아(181,035㎢)보다 조금 크고, 필리핀(300,000㎢), 베트남(331,210㎢), 일본
(377,915㎢)의 약 2/3 정도의 크기이다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는 북서쪽으로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경계를 이루고, 북동쪽으로는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및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3면이 바다인 한국은 서쪽으로 황해, 동쪽으로 동해, 남
쪽으로 남해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한국의 남부 및 서부는 대체로 평야이며, 동부 
및 북부는 산지이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2,744m)이다 한국 북부의 
개마고원은 ‘한국의 지붕’이라고 불리며, 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산맥인 태
백산맥은 백두대간이라고도 불린다 한국의 유명한 섬으로는 제주도, 거제도, 진도, 
울릉도 등이 있는데, 제주도와 울릉도는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 한국의 황
해안과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되어 있으며, 조수 간만의 차가 크다 
(출처 : 국토교통부)

 다. 국기(태극기)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
를 사랑하는 우리의 국민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파란색)과 
양(빨간색)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
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는 우주 만물중에서 
하늘을, 곤괘는 땅을, 감괘는 물을, 이괘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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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통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
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상을 담고 있다 (출처 : 행정자치부) 

 라. 국화(무궁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
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
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
라는 스스로를 ‘근화향(槿花鄕 : 무궁화 나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예로부터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칭송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조선 말 개화기를 거치면
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사랑은 일제 강점
기에도 계속되었고, 광복 후에 무궁화를 자연스럽게 나라꽃(國花)으로 자리 잡게 
했다.
무궁화의 학명은 Hibiscus syriacus L이며, 영문명은 Rose of Sharon으로, 한
국, 중국중부, 인도북부, 일본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
활엽관목으로서 높이 3~4m까지 자라며 모양은 반원형이다 매년 7월에서 10월까
지 꽃이 피는데, 꽃은 색깔과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아름답고 화려하며 새벽
에 피어 저녁에 시들지만 매일 새로운 꽃이 100여 일 동안 핀다.(출처 : 행정자치부)

 마. 인구

한국의 총인구는 51,722,903명(2017년 4월)으로 세계 28위에 해당하며, 인구 밀
도는 509명/㎢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국
가 중에서 3번째로 높다(출처 : 행정자치부, CIA,통계청)

 바. 경제

2017년 한국의 GDP는 1조 4,044억 달러로 세계 11위 수준이며, 1인당 GDP는
2만 7,633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석유제품, 반도체, 자동차, 선박, 평판
디스플레이 등이 있다(출처: IMF, 관세청)



- 17 -

 사. 정부조직

한국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 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
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정부조직은 
2017년 9월 기준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날씨·화폐·은행

 가.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분명한 온대기후이다 
  ❍ 봄
3~5월 아침저녁은 서늘하고 낮에는 따뜻하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난다 3월에는 따
뜻한 겨울옷이 필요하고 4월에는 가벼운 옷차림이 좋다 5월은 여름처럼 더운 날
도 많다 
  ❍ 여름
6~8월 25~35°C 정도 되는 더운 날씨 6월 말부터 7월 말 사이에 우기(장마)가
있다 우기라고 해도 비가 매일 내리는 것은 아니다 8월부터 9월 사이에 많은 
비와 거센 바람을 거느린 태풍이 몇 차례 지나간다 
  ❍ 가을
9~11월 10~25°C로 하늘이 맑고, 건조하다 11월에는 겨울처럼 추운 날도 많다 미
리 겨울옷을 준비하고 난방기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단풍이 무척 아름답다 
  ❍ 겨울
12~2월 -10~10°C로 아주 춥다 3일 동안 춥고 4일 동안 조금 덜 추운 날씨가 이
어진다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날이 많다 따뜻한 옷과 난방기구가 꼭 필요하
다 2월 말이면 날씨가 풀려 제법 따뜻해진다 

 나. 화폐

화폐단위는 원(won, ₩)이다 환율(2017년 6월 22일 기준) 1달러 : 1,13960원 / 1
유로 : 1,27219원 / 100엔 : 1,025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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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황 등에 따라 매일 변화 
  ❍ 화폐가치
한국의 화폐는 동전(10원, 50원, 100원, 500원)이 있으며, 지폐로는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이 있다 이외에도 100,000원 이상의 다양한 금액의 
수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은행

  ❍ 은행이용
 은행계좌 개설방법(통장 만드는 법) 준비물 :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
록증 등), 도장, 저축할 돈
① 번호표를 뽑고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기다린다 
➁ 전광판에 자기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로 간다 
➂ 은행직원에게 용건(통장개설, 송금, 입금 등)을 말한다 (현금카드가 필요하면 
함께 신청한다) 
※ 현금인출카드 : 통장과 도장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 
출금할 수 있는 카드 
➃ 은행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➄ 통장이 만들어지면 신분증과 함께 잘 챙겨온다 
※ 비밀번호는 자신만 알고 있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말아야 한다 
  ❍ 은행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 09:00~16:00
   ▹ 업무시간 외 : 각 은행의 365일 코너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 입금과 출금, 현금자동 인출
입금신청서나 출금신청서를 작성해서 창구로 가면 된다 입금은 비밀번호가 필요 
없지만 출금은 비밀번호, 사인(도장)이 필요하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통장이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입금, 출금을 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3번 연속 틀리면 입금, 출금을 할 수 없다 은행
업무시간 외에 이용하거나,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경우에
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9 -

  ❍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은 인터넷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계좌의 잔액조회, 입금과 출금, 송금이 모두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PC 등에 저장해 두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하는 송금용 보안카드(secret card), OPT(one time password)카
드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은행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

3. 명절·공휴일

한국에는 명절과 계절에 따라 지키는 행사(세시풍습)들이 있다 한국은 달력에서 
양력과 음력 날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명절과 계절행사는 주로 음력으로 지내고 
있다

 가. 설날(음력 1월 1일)

의미 : 음력 새해가 시작되는 날
음식 : 떡국, 만두
하는 일 : 새 옷(설빔)입기, 세배(어른에게 절함)와 성묘(조상 산소에 감), 윷놀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은 공휴일이 됨

 나. 추석(음력 8월 15일)

의미 : 한해 농사에 감사하는 날
음식 : 햇곡식(가을에 새로 나온 곡식)과 송편
하는 일 : 차례 지내고 성묘하기, 달맞이, 강강술래 놀이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은 공휴일이 됨

 다. 공휴일

공식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로,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자세한 공휴일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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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일
양력 새해가 시작되는 날
  ❍ 삼일절(양력 3월 1일)
일본 강제점령시대에 독립을 요구하며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
산된 대규모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
  ❍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
  ❍ 어린이날(양력 5월 5일)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 현충일(양력 6월 6일)
한국전쟁 전사자들을 비롯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날
  ❍ 광복절(양력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강제점령에서 벗어나 독립한 날
  ❍ 개천절(양력 10월 3일)
한민족의 시조 단군이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날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
  ❍ 한글날(양력 10월 9일)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연구·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
  ❍ 성탄절(양력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
  ❍ 임시공휴일
공직자 선거, 공휴일과 명절이 겹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정부에서 임시로 정하는 날
  ❍ 일요일

4. 가족생활

 가. 한국가족의 특징

한국의 가족생활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한국가족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가족생활이 좀 수월할 수 있으며,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족문화는 각 가정마다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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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한국가족문화는 유교문화권 국가들과 유사
한 측면이 많지만,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가족문화도 점차 변하
고 있다

 나. 가족관계

가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 못지않게 가족 간의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족 내 위, 아래의 순위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 가정에서는 부모, 조부모, 친
척 중 웃어른을 공경할 것을 가르친다.
부모-자녀 관계가 특별하다 한국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편이다 때로는 
이러한 사랑이 지나쳐서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의 관계를 보면, 부모부양에서 ‘직계가족규범’은 약화되었으
나, 교류는 증가하고 있고 관계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부모 부양책임은 낮아지고 
있으나 부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다른 국가보다 높은 편이고, 노부모도 자립하
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다. 부부관계

부부 간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가족 내에서 자녀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을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
과거에는 집안일이나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여자의 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는 남자도 집안일과 아이를 키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한국 남성들은 아내에게 애정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다 특히 과거에는 부
모님이나 가족들 앞에서 아내에 대한 칭찬이나 애정표현은 못난 사람이 하는 행동
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조심하는 편이다

 라. 가족생활의 적응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문화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행복한 결
혼생활을 위해 중요하다 한국의 가족생활문화가 고국과 다른 부분이 있어 생활하
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한다.
  ❍ 서로의 가족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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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가족 전통을 물어보기
  ❍ 가족생활에서 힘든 부분은 대화하여 해결하기
  ❍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
  ❍ 전문상담기관인 다누리콜센터(☎1577-1366) 이용하기

5. 공공기관이용

 가. 행정기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찾게 되는 행정기관으로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시·군·
구청이 있다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 
공공시설의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신고 등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수행한다.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는 문화강좌 등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주요 지하철역의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www.minwon.go.kr) 통해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을 통해서 발
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프
린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중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에는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나. 경찰서(112)

사기나 폭행, 강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이
를 목격한 때에는 ☎112로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공중전
화에서는 빨간색 긴급통화버튼을 누른 후에 ☎112를 누르면 되고, 일반전화나 휴
대폰에서는 국번 없이 ☎112를 누르면 된다.
범죄 피해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자의 주소, 이름, 연락처와 함께 언제, 어디서, 무
슨 일을 당했는지 침착하게 설명하고, 범인의 인상착의나 특징, 도망친 방향과 어
떻게 도망쳤는지를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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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방서(119)

불이 나거나 누군가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때, 또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경우에는☎119에 신고하면 된다 공중전화에서는 빨간색 긴급통화버튼을 누른 후에 
☎119를 누르면 되고, 일반전화나 휴대폰에서는 국번 없이 ☎119를 누르면 된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집의 위치와 층수, 종류와 함께 주변의 주요건물
을 설명하고, 빨리 누군가를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경우에는 아픈 사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상담원과 연락을 지속하며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우체국

편지나 소포를 보낼 때에는 집 근처의 우체국을 이용하면 된다 우체국에서는 국내
우편, 국제우편 업무를 모두 취급하며,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역할도 한다 국제
우편 용무가 있을 때는 외국으로 빠르게 우편물을 보내는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할 수 있다

   우편고객만족센터 : ☎1588-1300, ☎82-2-2108-9895(영어 가능)
   금융고객센터 : ☎1588-1900
   우정사업본부 : www.koreapost.go.kr
   인터넷우체국 : www.epost.go.kr

  ❍ 국내 우편
보통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 배달한다. 섬 지역이나 산간 지역은 우편물이 도착
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요금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지역에 따라 다
르다 기준을 초과하는 중량이나 크기의 우편물을 보낼 때에는 초과한 요건에 해당
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

  ❍ 우체국택배
우체국 택배를 신청하면 직장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택배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신청 : ☎1588-1300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일요일과 공휴일 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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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수 : www.epost.go.kr(24시간 연중무휴 신청 가능)

  ❍ 국제 우편
국제 우편은 항공 소포와 선편 소포, 국제특급우편 EMS, EMS프리미엄이 있다 
EMS란 편지나 서류, 상품 등을 전 세계 143개 국가로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서 최고 30kg까지 보낼 수 있다 취급 품목은 편지나 서류, 신용장, 
서적, 금융기관의 교환수표, 상품 견본, 각종 물품 등이다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는 취급 중량을 20kg 이하로 제한하기도 한다 또 나라에 따라 취급
을 금지하는 품목도 있으므로 사전에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접수, 통관, 우편물 종 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1588-1300번으로 문의하거나 우체국 EMS홈페이지
(http://emsepost.gokr), EMS프리미엄 (www.emspremiu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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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가족관계

다문화가족의 출생, 결혼, 사망 등 가족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및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그 사실을 신
고해야 한다.

1.  혼인 (국제결혼)

 가. 결혼의 성립

법에 의해 인정되는 결혼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된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결혼 당사자의 혼인 의사, 혼인 적령 등과 같은 내용적 
요건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말한다.

  1)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가) 준거법의 결정
 결혼을 하는 양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른
다(「국제사법」 제36조제1항)

※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
지,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 〈예시〉 만 18세의 대한민국 남자와 만 18세의 베트남 여자가 결혼하려는 경우, 베트
남의 『혼인·가족법』은 남자 만 20세 이상, 여자 만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민법」은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여자는 베
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 「민
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두 사람의 결혼은 각자의 본국법에서 요구하
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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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내용적 요건
    (1) 결혼의 의사가 합치될 것(「민법」 제815조제1호)
❍ 가장(假裝)결혼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
결혼은 무효이다
❍ 조건부·기한부 혼인의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부·기한부 결혼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의사능력
결혼 의사가 성립하려면 의사(意思)능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거행하고 
사실혼 상태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
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결혼은 무효이다(대법
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판결)

    (2)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했을 것(「민법」 제807조)
❍ 연령 산정법
결혼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계산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1988년 1월 1일 출
생한 사람은 2005년 12월 31일 24시에 이르면 만 18세가 되므로, 2006년 1월 1
일 00시부터 결혼할 수 있다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동의 절차를 거칠 
것(「민법」 제808조)
❍ 미성년자(19세 미만)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민법」 제808조제1항)
❍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다(「민법」 제
808조제2항)
※ ‘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친권자를 대신해서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
산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9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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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방식
 혼인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대신할 수 있다(「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4) 근친자(近親者) 사이의 결혼이 아닐 것(「민법」 제809조)
※ ‘근친자 사이의 결혼’이란?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 6촌 이내의 혈족
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
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
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결혼을 말한다
❍ 촌수·혈족·인척의 정의
 ‘촌수’란 친족관계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하며,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
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
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민법」 제770조) 예를 들어 아버지·어머니는 1촌, 할
아버지·할머니는 2촌, 증조부·모 또는 백·숙부는 3촌, 형제자매 간에는 2촌이고, 배우
자 간에는 무촌(0촌)이다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혈족에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의 자연혈족과 양부모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다 부모와 자녀같이 혈연이 수직
으로 내려가서 연결되는 친족을 직계친족, 공동선조에서 혈통이 내려와 갈라지는 
친족을 방계친족이라고 한다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민
법」 제769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
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릅니다(「민법」 제771조)

    (5) 중혼(重婚)이 아닐 것(「민법」 제810조)
❍ 중혼의 의미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혼
인신고가 이중으로 접수되어 법률상 결혼이 2개 이상 성립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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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실혼이나 첩 관계를 맺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중혼이 아니고, 이혼원인이 될 
뿐이다
❍ 중혼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이혼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무효·취소된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재판상 이혼이 취소된 경우
성과 이름을 변조하고 2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결혼한 경우

  2)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가) 준거법의 결정
결혼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
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6조제2항)
※ ‘혼인거행지’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합의 당시 당사자가 소재하
는 곳이고, 신고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신고를 받는 등록 관청의 소재
지를 말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형식적 요건: 신고혼주의(申告婚主義)
결혼이 성립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812조제1항)

   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방법
❍ 혼인신고의 주체
▹ 혼인신고는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812조제2항)
❍ 혼인신고의 장소
▹ 혼인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한 지역 또는 결
혼 당사자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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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서 기재사항
▹ 혼인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결혼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⓵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⓶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⓷ 자녀의 성(姓)을 정하기로 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
항 단서)
   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민법」 제809조제1항)
❍ 혼인신고의 방법
▹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두 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한다(「민
법」 제812조제2항)

 나. 법률혼과 사실혼

  1)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 법률혼이란 결혼의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
된 결혼을 말한다
❍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남녀가 부부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결혼식을 올렸
거나 또는 자녀를 낳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법」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다
❍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실혼 상태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법
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된다

  2)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
   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방법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상태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간이귀화의 방법이 아니라 일반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취득 신청을 해야 한다
❍ 법률혼 상태인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대
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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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면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다

   나) 출생자의 법적 지위
❍ 사실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성립은 원칙적으로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 간의 친자(親子) 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를 수 있다
❍ 출생자의 성(姓)과 본(本)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혼 상태의 출생자인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사
실혼 상태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
의에 의해 종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

   다) 그 밖의 사항
❍ 가족관계등록의 변동이 생기지 않아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발생하지 않다
※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사실혼 상태의 상대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 청구를 할 수 있다
❍ 사실혼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중혼(重婚)이 되지 않다

   라)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 사회보장법령상 보호
▹ 「근로기준법시행령」제48조제1항,「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군인연금법」제
3조제1항제4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선원법시행령」제29
조제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5조제1항제1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배우자 
사망 시 각종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
를 포함하고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 주택을 빌려 쓰고 쓰고 있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
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31 -

▹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다.  국제결혼의 절차

  1)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과「신분관계를 형성
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⑴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위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
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⑵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의 증명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➀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
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➁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
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외국인이 미국군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해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대신 첨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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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보완
     ❶ 위 제2호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해당 
결혼에서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선서
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❷ 위 제2호의 증명서나 위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
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
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시：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는다)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나)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⑴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
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⑵ 혼인성립의 증명
❍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혼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기관
     ➀ 외국에서 결혼 절차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
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➁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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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상 중국인과 결혼하
는 경우의 혼인신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⑴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이 결혼한 경우 위의 “결혼의 형식
적 성립요건” 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② 다만, 그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
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⑵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갖추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
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0 08 발령, 2015 
2 1 시행) 제1호가목(2)]
     ▹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
아야 한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

   나)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⑴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①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이 중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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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혼사실이 기재된다.
     ②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⑵ 혼인성립의 증명
     ❶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
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
인)을 받은 서면(이 경우 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은 필요하지 않음)을 첨부해
야 한다
     ❷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기관
      ▹ 중국에서 결혼 절차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는「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2호)에 따라 이
루어진다.

   가)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⑴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경우 위의 “결혼의 형
식적 성립요건” 에서 말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② 다만, 그 베트남인 배우자가 베트남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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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야 한다

    ⑵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베트남인 배우자가 베트남법에 따른 결혼성
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❶ 베트남인의 베트남 최후 주소지(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
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행된 ‘혼인상황확인서’와 ‘한국어 번역문’
      ❷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혼인요건인증서’
      ❸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베트남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
     ㈏ 베트남의 「혼인·가족법」에 따른 혼인적령은 남자는 만 20세, 여자는 만 
18세이므로 신고일 현재 해당 연령에 이르지 않은 베트남인에 대해서는 부모 등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나 승낙서를 첨부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나)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⑴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이 베트남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된다.
     ㈏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⑵ 혼인성립의 증명
     ㈎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베트남에서 결혼 당시 주소지(또는 거주지)
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행된 ‘혼인증서’의 등본과 ‘한국
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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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베트남에서 결혼 절차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나 
영사에게 그 혼인증서의 등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❷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나 영사의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
(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증서의 등본과 그 번역문을 발송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  국제결혼의 법적효과

국제결혼의 일반적 효력은 준거법에 따라 결정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
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게 된다.

  1) 준거법의 결정 
❍ 국제결혼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른다.
 ▹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1)법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2)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 친족관계의 발생
 ▹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서로 배우자라는 신분을 취득해서 친족이 되고, 한 배우자
의 4촌 이내의 부계·모계 혈족과 다른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 부부의 성(姓)
 ▹ 결혼하기 전 부부의 성(姓)이 그대로 유지된다.
❍ 상속인의 자격
 ▹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다른 사람은 재산상속권을 취득한다.
 ▹ 상속을 받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에는 이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
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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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제결혼의 무효·취소

국제결혼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 그 
결혼은 법률상 효력에 문제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거나 
장래를 향해 결혼의 효력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각각 결혼의 무효, 결혼의 취소라고 한다.

  1) 준거법의 결정
   가)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된다.
 ▹ 내용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
 ▹ 형식적 성립요건은 결혼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면 결혼이 이루어진 그 외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 결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민법」

   나) 결혼의 효력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된다.
 ▹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2)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무효
   가) 결혼의 무효사유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나) 혼인무효확인의 소
❍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가사소
송법」에서 관할, 제기권자, 상대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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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무효확인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다

   다) 결혼무효의 효과
    ⑴ 당사자 사이의 효과
❍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부부임
을 기초로 한 상속·권리변동은 모두 무효로 된다.
❍ 또한, 결혼의 무효에 관해 당사자 일방에게 과실(過失)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 
당사자에 대해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⑵ 자녀에 대한 효과
❍ 당사자 사이의 출생자는 결혼 외의 출생자가 된다.

  3)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취소
   가) 결혼취소의 원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 당사자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거나 
혼인취소의 소(訴)를 통해 결혼을 취소할 수 있다
    ➀ 결혼적령(만 18세)에 미달하는 경우
    ➁ 동의를 요하는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➂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
※ 이 경우 무효혼인 사유를 제외한 경우에만 결혼취소의 사유가 된다.
    ➃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
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➄ 사기 또는 강박으로 결혼한 경우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결혼취소의 절차
❍ 결혼의 취소권자는 다음과 같다
    ❶ 결혼적령의 미달,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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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근친혼 금지에 위반한 경우 :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❸ 중혼인 경우 :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檢事)

   다) 결혼취소의 효과
    ⑴ 결혼하기 이전으로의 불소급(不遡及)
     ㈎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 혼인취소의 불소급효의 구체적인 의미
     ▹ 「민법」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규
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혼
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해서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
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
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 결혼 중에 출생한 자는 결혼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다

    ⑵ 양육(養育)책임 및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
     ㈎ 혼인이 취소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는 협의이혼 시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된다.
     ㈏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당사자
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그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
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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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국제 이혼) 

이혼이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했으나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 이혼의 일반적 효력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 상시 거주하는 곳)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39조)
  ▹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준거법이란 국제사법에 의하여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말한다

 나.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
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이 확정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에 주소지 및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신고 지연 시 
최대 5만원 과태료 부과)

 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협의이혼

  1) 내용적 요건
❍ 협의이혼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법」 제834조)
   ▹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
해야 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835조, 제80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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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절차적 요건
❍ 이혼안내절차와 숙려기간(「민법」 제834조)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
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
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민법」 제836조의2제2항), 자
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
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의2제3항)

  3) 이혼신고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836조제1항)

  4) 이혼에 따른 법률효과
   가) 재산분할 청구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된다 이 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0조제2항 및 제839조의2)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된다.

❍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
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
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
서 산정하게 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
고 92므50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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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자료 청구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된다
(「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
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
진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라. 자녀 친권 및 양육

  1) 친권자의 지정
   가) 협의 이혼하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
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
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
호나목 5)]

❍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
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09조제6
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나)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민법」 제909조제5항)
❍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



- 43 -

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09조제6
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2) 양육자의 지정
   가)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
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⑴ 양육자의 결정
     ⑵ 양육비용의 부담
     ⑶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제5항)

   다)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37조제6항)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
계(「민법」 제768조)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
808조제1항),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상속권(「민법」 제1000조제1항) 등
도 그대로 존속한다.

   라) 이혼 후 국내체류
    ⑴ 배우자 사망·이혼 등과 거주(F-2)자격 유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
류자격, 즉 거주(F-2)자격을 계속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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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이 일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⑵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제출 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외국인이 거주(F-2)자격
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❶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❷ 신원보증서(보증인은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나 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
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인동거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만 해당)
※ 보증능력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 등
      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입증서류(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출)
      ❹ 실종선고(「민법」 제27조)를 입증하는 서류(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 제출)
      ❺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부모봉양, 자녀양육 등)을 주장하는 사유서
      ❻ 여권
      ❼ 외국인등록증
심사를 거쳐 거주(F-2)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된다.

     ㈏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제출 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외국인이 거주(F-2)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➀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➁ 신원보증서(보증인은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나 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
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인동거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만 해당)
※ 보증능력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 등
      ➂ 이혼 입증 서류(이혼 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합의 이혼서 등)
      ➃ 그 밖에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부모봉양, 자녀양육 등)을 증명하는 서류
      ➄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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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➅ 외국인등록증
 ㉮ 이혼의 귀책사유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
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경우 또는 ㉰ 국민인 배우자
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려는 경우 거주(F-2)자격으로 체류가 허가 된다
 그 밖에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
(F-2)자격이 연장되지 않고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되는데, 2년의 범위에서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체류기간이 부여 된다

    (3) 취업활동 범위
 거주(F-2)자격으로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나, 방문동거
(F-1)자격으로 변경되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4) 국민인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경우(제출 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별거한 경우 외국인이 거주(F-2)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신원보증서(보증인은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나 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인동거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만 해당)
※ 보증능력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 등
     ㈐ 별거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 자녀 및 가족부양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판결문, 주민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 그 밖에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부모봉양, 자녀양육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① 별거의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예시：국민의 가출, 폭력, 가
정불화 등), ②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③ 국민
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려는 경우 거주(F-2)자격으로 체류가 허가된다
 그 밖에 이혼소송 준비, 이혼소송 중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가 허가되지만, 소송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매회 3개월씩 체류가 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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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신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제1항)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다(「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
칙」 제37조)

 가. 출생신고 의무자

  1)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2)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제46조제2항)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
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3) 제3자에 의한 신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⓵ 동거하는 친족
    ⓶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⓷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
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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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문화가족의 출생신고

  1) 부·모 중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가)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
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
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1 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된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
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

   나)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는다(「한국인과 외국인 사
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⑴ 미성년자 :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
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취득통
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⑵ 성년인 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2) 부·모 중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가)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
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된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
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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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
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는 표시할 수 없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된다(「한
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다. 신고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라.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
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
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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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출생신고서에서의 자녀의 성(姓)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
른다. 이때의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를 말한다. 다만, 혼인 외 자녀의 성은 어머니
의 성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해야 하며,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도 바로 아
버지의 성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즉, 어머니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 한국인인 모의 혼인 외의 자는 한국인이므로 그 모가 부(父)라고 인정하는 사
람이 외국인인 경우 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해야 한다.

  2)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중의 자
녀라면,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니든 간에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어머
니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바. 출생신고서에서의 자녀의 이름

  1)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통상 사용
되는 한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다

  2) 혼인 중(법률혼) 자녀인 경우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외국식 이름으로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
우에도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된 외국식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
식 이름을 신고서에 기재해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 본국의 신분
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신고할 수 없다

  3) 혼인 외(사실혼) 자녀인 경우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외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어머니
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한국식 이름으로 기재해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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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1) 혼인 중(법률혼)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자녀가 법률상 혼인 중의 자녀인 경우 그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어머니)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대한민국에 거주하
는 외국인 어머니(아버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을 말함]가 출생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2) 혼인 외(사실혼)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가)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어머니와 대한민국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 아버
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될 수 없고, 별도로 아버지가 인지신
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된다 다만, 태아인지신고가 있으면 인지 신고된 자녀는 아버지가 출
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 어머
니나 그 밖에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며, 아버지가 표시
될 수 없음)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다만, 아버지의 인지신고가 있으면 
그 사유가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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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거주(F-2)자격
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가.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 국민의 배우자 자격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
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
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다

 나. 결혼이민(F-6)자격

❍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⑴ 국민의 배우자
    ⑵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⑶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
이다
❍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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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라.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1) 외국인이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2) 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
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의4제2항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7-248호, 2017 12 22 발령 2018 3 1 시행)]
  3)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중
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하 '특정국가'라 함)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위의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마.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2)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3)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및 확인을 받게 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제9조의5제1항본문 
참조)
    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⑵ 「출입국관리법」 제11조2)의 규정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2) 입국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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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⑷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⑸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단기체류자격 : 1 사증면제(B-1) 2 관광․통과(B-2) 3 일시취재(C-1) 
               4 단기방문(C-3) 5 단기취업(C-4)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한 다음의 요건
    ⑴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⑵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⑶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⑷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
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
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법무부고시 제2017-226호, 2017 12 4 발령, 2018 1 
1 시행)]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⑸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⑹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이 경우 구체
적인 심사·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⑺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⑻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3 영주(F-5) 나목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
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규제「출입국관
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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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은 다음
과 같다[「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6-378호, 2016 12 27 공포, 2016 12 27시행)]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한국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⑴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⑵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이수

❍ 한국어요건 적용을 면제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⑴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⑵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⑶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⑷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⑸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⑹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자인 경우 귀화 전 국적국의 언
어를 의미한다)가 같은 경우
    ⑺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단,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심사 시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⑻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한국어요건의 입증 방법
    ⑴ 사증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첨부
    ⑵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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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소득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
간소득(세전)이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
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7-226호, 2017 12 4 발령, 2018 
1 1 시행)]
17,082,582원(2인가구), 22,098,900원(3인가구), 27,115,212원(4인가구), 
32,131,524원(5인가구),      37,147,842원(6인가구)
※ 7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은 가구원 추가 1명당 5,016,312원씩 증가 된다
※ 소득요건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
요건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아.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1) 신청 기관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다(규제「출
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2) 신청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
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⑵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⑶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⑷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⑸ 배우자의 재정능력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은행잔고증명 등)
    ⑹ 자국정부가 유효하게 발행한 혼인증명서(결혼증명서, 호적등본, 호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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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체류 관련 사항

 가.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 대한민국에 체류 중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을 같이 하게 된다.

  2)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여권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 별지 34호 양식비치)
    ▹ 여권용 사진(규격 35cm×45cm)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에 천연색 정면 응시 얼굴 사진
    ▹ 수수료 3만원(현금)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체류자격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꼭 확인할 것

  3) 결혼이민자의 경우
   ❍ 위 서류 외에 한국인 배우자(한국인 남편 혹은 아내)의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3개월 내)
    ▹ 주민등록등본(3개월 내)
      ※ 위 두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
    ▹ 체류지 입증서류
      - 연장수수료 3만원 + 기간연장 수수료 3만원
      ※ F61 비자는 입국 당시 90일만 부여되며,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을 동시
에 진행, 결핵위험 국가(18개국)국민인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 등록 병원
에서 발행한 결핵검진 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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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하여 체류기간 2년 부여

  4) 외국인등록 신청 및 발급
외국인등록 신청 및 (재)발급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141110부터는 근무지 관할 사무소(출장소)에서도 접수 가능하다(등록증 재발급은 
등록 거주지 관할소에서만 신청)

❍ 외국인등록증 교부방법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기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3주 이상 소요되
며,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여 교부 또는 사무소 방문 없이 집에서 받기를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택배 요금을 선불로 내고 택배를 신청하면 
체류지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5) 외국인등록증 관리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한다
※ 유의사항 : 휴대의무 위반 시 1백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 아래 사유가 생긴 경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외국인등록증이 낡아서 못 쓰게 된 경우
    ▹ 필요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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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컬러사진(35cm×45cm) 1매, 수수료 3만원
  ▹ 외국인등록증반납 : 아래 사유가 생긴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하여야 한다

반납해야 하는 경우 반납시기 제출서류

완전히 출국할 때 출국할 때 공항에서 없음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원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기본증명서

사망했을 때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사실증명서류, 외국인등록증 

원본

나. 체류기간 연장

  1) 대상 및 시기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원 전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만료일이 지난 이
후 연장신청을 할 겨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2) 체류기간 연장절차

허가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체류기간 연장신청
주소지 또는 근무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출장소)

➞ 심사
➚
➘

불허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
발급(불허사유, 
출국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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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별 첨부서류
   ▹ 수수료 6만원(F-6(결혼이민)의 경우 3만원)

❍ 결혼이민자가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서류(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와 결혼이민자의 체류지가 동일하
지 않는 경우만 필요)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 혼인파탄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외국인종합안내
  센터(☎1345)에 문의해야 한다

 다.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및 시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활동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는 경우(D-8)
      ※ 단기방문 중 단체관광 등(C-3-2)은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제한된다
   ▹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D-2)
   ▹ 한국에서 다른 체류자격(90일 이하 단기비자 소비자, 불법체류자 등 제외)
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F-6)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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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장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10만원(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원 별도)

  3) 결정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면 허가된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이 재발급되며, 불허되면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통지서를 발부한다.

 라. 체류자격 외 활동

  1) 대상 및 시기
91일 이상 장기체류(90일 이내 단기사증 소지자는 제외함)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야 한다
   ▹ 유학자격(D-2) 사증을 가진 유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시간제취업활동허
가(S-3)를 받고자 할 경우(별도의 세부 자격요건 있으며 ☎1345문의)
   ▹ 종교체류자격(D-6)으로 활동하는 선교사가 동일재단의 산하 기관에서 강의
(E-1)를 하고자 할 경우
결혼이민자(F-6)는 취업에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가 있으며,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
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12만원 단, 유학(D-2), 일반연수(D-4)는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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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
허가되면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한다. 불허되면 체류기간 연
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부한다.

 마. 재입국 허가

  1) 대상
   ▹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자
   ▹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과 지위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
록이 면제된 자

  2) 기간
   ▹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 재입국 최장기간 : 1년
   ▹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 최장기간 : 2년

  3) 재입국 허가 면제 및 제외대상
   ▹ A-1 ~ A-3 및 등록외국인(모든 체류자격)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네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 허가 면제(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
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
   ▹ F-5(영주) 자격 소지자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 면제
   ▹ 입국금지자 및 사증발급규제자가 그의 체류기간 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
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 면제 제한됨 → 관할사무소에 방문하여 재입국 허가 
신청

  4)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수수료 – 단수 : 3만원, 복수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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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입국 허가기간의 연장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허가기간 내 입국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간 내에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재입국 허가 기
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체류자격은 상실된다.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마친 결혼 이미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므로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국내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입국이 
규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바. 외국인의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내용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
류지 또는 근무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체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한다
  1) 신고사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내용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
류지 또는 근무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
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D-1, D-2, D-4~D-9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 D-10 해당자의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 H-2 해당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 그 취업
개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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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2 해당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 및 명칭변경
   ▹ 이사 등의 이유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2) 구비서류
   ▹ 신고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변경사항 입증서류(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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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적 취득

1.  국적의 개념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시민권"은 국적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되나, "영주권"은 어떤 국가에 외국
인으로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할 뿐 그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는 다르다.

 가. 구별개념

  1) 시민권
   ❍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대륙의 각 국가들은 국적제도를 운영하는데 비
해,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시민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시민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국가의 국민
으로서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따라서 국적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서 시민권과 국적은 같은 개념으로 취급
된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게 된다.

  2) 영주권
   ❍ '영주권'이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그 국가에 영주(무
기한 체류,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을 말한다.
   ❍ 만약,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그 국가에 
외국인으로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그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는 다르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갖게 된다.
   ❍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상주하
는 사람들을 재외국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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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출생, 인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등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된 사람은 미성년자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어떤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법」 제2조제1항)
    ⑴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⑵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
민이었던 사람
    ⑶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⑷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적법」 제2조제2항)

  2)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이란 미성년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
에 의해 인지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자녀로 인지(認知,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
에서 출생한 자녀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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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855조)
    ⑴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⑵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는 신고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국
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다. 귀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
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
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2.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가.  대상

  1) 한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구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
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성년이 된 후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4)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자
※ 부 또는 모가 귀화자인 경우 그 자녀는 나이와 혼인여부, 그리고 국내 거주기간도 
관계없이 특별귀하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단, 성년이 된 후 입양이 된 자는 제외)
  5)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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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결혼이민자
  ⓵ 국민이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⓶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⓷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⓵호나 ⓶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
  ⓸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⓵호나 ⓶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

 나. 구비서류

  1) 귀화허가신청서(컬러사진 35cm ×45cm 1매 부착,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2) 여권, 본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중국은 호구부 포함)
  3)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공적 확인 받은 것)
  4)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
록등본 각 1통
   ▹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5)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3,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원본)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
약서(원본과 사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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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법원에 통보할 가족관계통보서(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와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한글번역문 첨부)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 자료를 의미하며, 중국의 경우는 호구부, 친족관계공증서(중국 외교부 
인증 필요) 제출
  8)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은 한국계중국인(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신분증명(거민
신분증, 호구부 등)
  9) 수수료 : 30만원(정부수입인지)
  10)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배우자 실종, 사망, 이혼 
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
원 판결문 등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국인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를 양육하
고 있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혼 또는 별거 이유가 결혼이민자에게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영
주자격신청, 국적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다음중 1개 이상)
▹ 형사판결문 또는 이혼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배우자의 잘못이 나타나 있어야 함)
▹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한 경우 :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배우자가 때린 경우 : 병원 진단서(상대방으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사진
▹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
▹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 혼인관계가 단절될 때 살던 지역의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구체적인 혼인관계 단절 원인과 경과를 설
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 ‘공인된 단체의 확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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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적취득절차

⓵ 귀화허가 신청
귀화허가 신청은 상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 속초
출장소 포함)에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전수 한다

⇓

⓶ 귀화심사
▹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면접심사,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 면접심사일 2~4주 전에 개별 통지를 함으로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
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정상적인 혼인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면접
을 통해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한다,
※ 혼인관계 단절자의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지 않는다.
▹ 1차 면접에서 떨어진 경우 1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총 2회의 기회가 주어짐)

⇓

⓷ 귀화허가 결과 통지
▹ 귀화심사 결과, 허가결정이 나면 귀화허가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귀화심사 
소요기간은 매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공지된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허가 통지서의 성명․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 등에서 기본증명서 3통
을 발급받아 아래 기관 방문시 소지․제출한다.

⇓

⓸ 외국국적포기(본국 대사관)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출입국관리사무소)
❖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본인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 1년이 지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적 상실신고 후 국적 재취득 또는 국적 회복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적허가일로부터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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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포기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대사관 등에 귀화허가통지서 제출 시 복사본 제출(원본은 본인 보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서약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를 제출하면 본국 국적도 유지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
인으로만 처우 된다 예를 들어 출입국할 때 국내공항․항만에서는 한국여권만 사용
※ 복수국적 불인정 국가(중국 등)의 경우 해당국가 법률에 따라 원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본국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본국 대사관에 문의)

⇓

⓹ 주민등록신고
 ▹ 기본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사진(3×4) 2매
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
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⓺ 외국인등록증 반납(출입국관리사무소-우편송부도 가능)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반납(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포기호가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 외국인등록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다

 라. 주민등록증 발급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한
국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각종신고, 민원서류발급, 행정서
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
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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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진1매(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3cm×4cm) 및 수수료 5천원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이사한 경우 :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 살고 있는 곳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
니 유의해야 한다.

3. 영주(F-5)자격취득

아래 대상자의 경우, 각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
리사무소에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가. 대상

  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2)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의 외국인 미성년 자녀로 2년 이상 체류한 자
  3)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4)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외국인 고액투자자로 5인 이상 국민 고용자
  5) 재외동포 자격(F-4)으로 2년 이상 체류자
  6)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7)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8) 첨단산업분야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9)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10)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윈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
이고, 영주 자격 신청 당시 국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GNI이상 
소득 요건 충족 자
  11)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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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특별공로자
  13) 60세 이상으로서 해외로부터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수혜자
  14) 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동일한 사업장에 근속 근무자
  15) 점수제 거주(F-2)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자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6) 부동산투자자 또는 공익사업투자로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일
정요건을 갖춘 사람 및 그 배우자와 미혼자녀
  17) 기술창업(D-8-4)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 중인 자
  18) 15억 원 이상을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에 예치하고 5년 이상을 투자 상태
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
  19)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국내 출생 자녀
  20) 공익사업 투자자 및 그 배우자, 미혼자녀
  21)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R&D)인력

❍ 결혼이민자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 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이혼 혹은 별거의 이유에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
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나. 영주자격 신청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장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해외범죄경력증명서(공적확인 받은 것)
단,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는 제외(제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시 재제출 대상)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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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
용의 법원 판결문, 미성년자 양육 증명서류 등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단,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 만 15
세 미만인 자와 정규교육 과정 2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제외)에 해당됨(2013년 8
월 1일부터 시행)
  ❍ 생계유지능력 및 재산관계 입증서류(아래 중 하나)
   ▹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20만원(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원 별도)
  ※ 현재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가 대
한민국 국민(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는 구비서류와 신청 
요건이 다르므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야 한다.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하이 코리아(Hi Korea)’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운영되는 ‘하이코리아’홈페이지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유학생 변동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등 외국인의 국내 체류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이용안내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회원가입→전자민원,방문예약, 마이페이지 등 서비스 이용)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1345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창구로, 한

국어 포함 20개 외국어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용시간 평일 09:00~22:00(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 홈페이지 www.hikorea.go.kr

◉ 사회통합정보망(soci-net)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

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용안내

   홈페이지 접속(wwws.ocinet.go.kr)→회원가입→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참여신청, 결과확인

등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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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 국적취득

 가. 대한민국 국적의 재취득

  1) 국적 재취득 신고제도의 의의
   ❍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이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 이를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사람이 국적회복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고만으로 간단히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2) 국적 재취득 신고 절차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국적취득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❶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
      ❷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❸ 귀화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자가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❹ 귀화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❺ 귀화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❻ 귀화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 방식의 성명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적취득신고
서에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 방식의 성명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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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제입양

국제입양이란 대한민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한다.
입양의 준거법은 양친의 본국법이 되고, 양자의 보호를 위해 양자의 본국
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입양의 신고는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1) 국제입양의 의의
국제입양이란 대한민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국제입양의 준거법
국가마다 다른 법질서가 존재하고, 계약·혼인·입양 등과 같은 사인(私人)간의 생활
관계는 필연적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적으로 법률 
상호간에 저촉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서로 저촉하는 법질서 가운데서 어느 국
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 “준거법”이란 「국제사법」에 따라 어떤 법률관계에 적용될 자기나라 또는 다른 나
라의 법률을 말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은 입양의 
성립을 쉽게 하기 위해 입양의 준거법을 양친의 본국법으로 단일화하면서, 친자관
계의 성립에 있어서 양자의 보호를 위해 양자의 본국법에서 양자 또는 제3자의 승
낙이나 동의 등을 입양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하고 있다 따라서 입양의 준거법은 양친의 본국법이 되고, 또한 양자의 보호를 위
해 양자의 본국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국제사법」제1조, 제43조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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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의 준거법을 양친의 본국법으로 단일화한 것은 ① 입양에 따라 양자는 양친
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② 입양 후의 생활터전이 되는 것은 양친의 본국이 되
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국가가 정하는 요건이 필요하며, ③ 여러 명의 양자가 있
을 경우 준거법이 동일할 필요성이 있고, ④ 최근 양자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
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양친의 본국이 정하는 입양제도를 고려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법무부 국제법무과 『국제사법 해설』, 2001년 5월, 
153-154면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단일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성립에 있어서 
양친의 본국법만 적용하고 양자측의 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양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양자의 보호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예상되어, 양자의 보호를 위해 양자
의 본국법에서 양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입양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법무부 국제법무과 『국제사법 해설』, 
2001년 5월, 157-158면 참조)
※ “본국법”이란 당사자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대한
민국 사람의 본국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독일 사람의 본국법은 독일법이다

  3) 국제입양의 성립 및 절차

국제입양에 있어서 그 준거법은 양친의 본국법이 되나, 양자의 보호를 위
해 양자의 본국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이나 입양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법률에 따라 입
양신고를 하면, 양친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4) 국제입양의 성립요건
 국제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예를 들면, 입양 당사자의 연령, 부부공동입양, 제3자의 동의, 공
적기관의 허가 등)과 양자가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자의 보호요건
(예를 들면, 본인의 승낙, 제3자의 동의, 공적기관의 허가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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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보장시설이나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되어 있는 보호를 필
요로 하는 아동을 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 아동의 등록기준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
다(규제「입양특례법」 제18조) 왜냐하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외입양을 하는 경우
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제입양이 허용 여부는 「국제사법」 제43조에 따르므로,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
법이 입양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입양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인은 
입양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는 양자로 입양될 수 없다.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의 경우
만 양친이 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
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입양특례법 시
행규칙」 제4조제2호)

  5) 국제입양의 신고
 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
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
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행위지법”이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을 말한다.

 입양의 신고는 입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양친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국제사법」 제43조)

  6) 국제입양의 형태별 입양절차
   가)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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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된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필요서류
      ▹ 입양의 성립에 관하여 자의 본국법이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
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나)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
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
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필요서류
      ▹ 양친의 국적증명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기타 신분등록부등본 등)
      ▹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여 입양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 있는 기관 발행)

   다)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한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물론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필요서류
      ▹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 입양 성립요건 구비 증명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입양신고를 국내법에 따라 하는 경우, 그 입양신
고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필요 없는 것이므로 시(구)·읍·면의 장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

 국내에서 입양신고를 한 외국인 양친은 그 입양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
에게 입양신고 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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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국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물론 입양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절차
를 취할 수도 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때
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함)
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

 또한, 입양 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
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
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
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
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6호, 2016 2 17 발령, 2016 3 1 시행) 제2호 가, (1)]

 국외에서 외국인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
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외국법이기 때문에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
양절차를 취해야 한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마) 국외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
고를 할 수 있고, 행위지법인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도 
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이의 입양을 양친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국내법에 따라 
입양을 하는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입양신고를 하면 된다
(「민법」 제882조 및 제8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80 -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이의 입양을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따라 입양을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
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
(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
리지침」 제2호 가, (1)]

  7)  국제입양의 효과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그 효력은 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양친과 
양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된다.

     ※ “상거소(常居所)”란 당사자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
기간 정주(定住)한 장소를 말하며,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
이라 한다. 상거소의 존재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8) 양자의 성과 본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친자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
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된다(「국제사법」 제43조 및 제45조)

 따라서 외국인 양부모가 한국인을 양자로 입양한 경우, 한국인 자녀의 성과 본은 
그 상거소지법의 태도에 따라 변경의 여부 및 방법이 정해지게 된다(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2007 12, 73-74면 및 93-9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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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국인이 외국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며, 부, 모, 배우자의 성명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지
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제4항)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롭게 성과 본을 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
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의 등본을 첨부한다(「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제4항, 제5항)
    ① 종전의 성 ② 창설한 성과 본 ③ 허가의 연월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96조제2항 및 제3항)

   나) 외국인이 한국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법」 제908조의3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다[「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 제416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9) 입양과 개명
 외국인 양친에게 입양된 한국인 양자가 양친의 본국법에 따라 양자의 이름을 개
명한 경우라도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한
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는 없다
     ※ “개명허가결정”이란 개명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
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결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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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외국인 양친에게 입양된 한국인 양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
면 한국의 법원에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개명할 수 있다

  10) 입양에 따른 국적의 취득 및 상실
   가) 국적의 취득
외국인인 양자는 입양으로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귀
화허가를 받아야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외국인인 양자가 입양 당시 성년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
소가 있으면,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6조제1항제3호)

 외국인인 양자가 입양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
별귀화 요건에 해당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
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나) 국적의 상실
 한국인인 양자는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다고 하여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 양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
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5조제2항제2호)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된 한국인인 양자가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으로 
자동적으로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별도의 귀화절차를 통해 외국 국
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인 양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적으로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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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국제파양

  1) 국제파양의 요건
 “국제파양”이란 국제입양으로 형성된 친자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부모와 양자관계는 파양에 따라 해소되며, 파양은 입양 당시의 
양부모의 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국제사법」 제43조)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이 파양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
서문제(公序問題)로 파악하여 파양을 인정하는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서울가정법
원 1992 4 23 선고 91드63419 판결, 서울가정법원 1990 11 28 선고 89드73468 판결)
※ “공서문제”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
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덕관이다

  2) 국제파양의 방식
 국제파양의 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파양의 신고는 파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
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파양이 행해지는 장소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
라 할 수도 있다

 라.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출생,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이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1) 성과 본 창설(성)신고의 신고의무자
 성과 본 창설(성)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성과 본을 창성하려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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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고기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성)신고는 성과 본 창설(성)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과 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6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본 창설(성)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
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3) 신고장소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성)신고는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
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4)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성)신고 신청서 작성
 성과 본 창설(성)신고는 창성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4항 및 민원24 ― 국적취득자의 성과본의 창성신고)
   ▹ 종전의 성
   ▹ 창설한 성과 본
   ▹ 허가연월일

  5) 첨부서류(민원24 ㅡ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성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5항)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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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가족 지원

1.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서비스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에서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상담 등 다문화가족․외국
인이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
국문화가 낯설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입국 초기에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가.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한국어학당 등이 외국인을 대상
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나. 한국문화․생활교육

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한국의 생
활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이해교육, 법률 및 인
권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한국 사회 적응교육 등이 강의와 체험방식을 병행하
여 진행된다.

 다. 정보화교육

한국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매우 발달되
어 있는 나라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행정업무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 많은 기관에서 인터넷 검색 활용 및 각종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교육
하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 상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지원하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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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한다(가족상담, 노동상담, 체류상담, 법률상담 등)

 마. 이주여성 폭력 예방

❍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 및 상담, 의료, 
법률 등을 지원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주거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 지원센터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원제공
▹ 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업알선
❍ 해바라기 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365일 24시간)
▹ 폭력피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성폭력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 위기 및 지속상담, 무료법률지원
▹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 의료기관 및 지역 내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
▹ 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및 형사, 민사, 가사 소송 변호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부부상담, 통․번역 지원
※ www.liveinkorea.kr
※ APP다운
 - 안드로이드 폰 : 플레이스토어>다누리 입력>이용
 - 아이폰 : 앱스토어>다누리 입력>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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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교육제도

 가. 교육제도 일반

한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전문대학 
2년)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기간으로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나. 교육과정 운영

일 년을 두 개의 학기로 나누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학기가 끝나면 약 한 
달 정도의 여름방학이 있고, 2학기가 끝나면 새 학년(이듬해 3월)이 시작될 때까
지 약 한 달 정도의 겨울방학과 1~2주간의 학년말방학(종업식 후)이 있다 일반적
으로 1학기는 3월 초, 2학기는 8월말~9월 초에 시작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교과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된다.

 다.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1) 한국어교육(예비학교)
예비학교로 지정된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도입국자녀 등 학생의 한국어능력이 부
족한 경우를 위하여 한국어학급을 개설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지원한다. 
전국 195개 학교에서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예비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찾아가는 예비학교’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 또는 다문화교육포털(www.nime.or.kr)을 통해 거주지역의 
예비학교를 확인할 수 있다.

  2) 이중언어교육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중언어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매
년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한다. 에듀넷(www.edunet.net) 또는 다문화교육
포털(www.nime.or.kr)에 접속하여 이중언어교재 「엄마아빠와 함께 배우는 oo어」
등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는 학교․지역대회를 거쳐 매년 10월 
경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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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글로벌브릿지
수학․과학, 언어, 글로벌리더십, 예․체능 분야에 잠재능력을 가진 다문화학생을 글
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
지 참여 가능하며, 매월 2회 이상(주말․공휴일 활용), 방학 중에는 주1회 이상 교
육을 실시한다. 한국연구재단(www.nrt.re.kr)을 통해 참여 방법을 문의할 수 있다
(전국 20개 대학에서 운영)

  4)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
대학생과 1:1 매칭하여 학교적응과 기초학습을 지원한다. 대학생 멘토가 멘티 다
문화학생이 재학중인 학교를 방문하여 방과 후 또는 방학동안 학습을 도와준다. 
주당 20시간(방학 중에는 주당 40시간) 정도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또는 지
역아동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

다누리콜센터 ☎1577-1366(다문화가족 종합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
인근로자 지원센터 등이 정부의 지원 등으로 운영되고, 지역 또는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이 있다 또한 주민센터, 지방문화원 등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다문화가족․외국인을 위한 서비
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가.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위기상담 및 긴
급지원, 생활통역과 3자 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13개 언어3)로 해당국가의 이주여성 전문상담원과 편리하게 자국 언어로 통화
하여 상담할 수 있다
❍ 가족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자의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할 때 365일 24시
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나 정보가 필요할 때 
생활 상담은 물론 국적, 체류 문제 등의 상담과 법원 진술시 통․번역 등 다양한 

3)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

베크어, 네팔어로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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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상담 후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
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경찰, 변호사, 병원, 여성
단체, 복지단체, 전국 병원 내 해바라기센터 등)에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 모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 서비스 제공내용

구  분 내  용
공  통

▹13개 언어로 상담
▹다른 기관 연결 전화 시 직통 연결 서비스
   (one-call, one-stop)

긴급, 폭력피행 상담 및
긴급지원서비스 연계활동

▹365일 24시간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국어 상담
▹긴급피난시설 운영(아동 동반가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
▹의료, 법률, 검찰, 경찰서비스 등 연계
▹중앙 및 지역현장 방문 상담서비스 실시

생활정보 제공
▹다문화가족․이주민 종합 생활정보 제공
▹다문화가족․이주여성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
▹다문화관련 정보 제공

생활통역 및
3자 통화 서비스

▹언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민, 다문화가족의 경우 3자 통역
(경찰, 응급, 병원, 주민센터, 교육기관, 은행 등)
▹가족 내 의사소통 지원

  2) 이용방법
❍ 전화상담(3자 통화 가능)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언제나 ☎1577-1366을 누르면 가능
▹ 서비스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어, 크메르(캄
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 온라인 상담
▹ 홈페이지 : www.liveinkorea.kr
▹ 이용방법 : 메뉴⟹상담실⟹1:1상담(게시판)
▹ 서비스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어, 크메르(캄
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 방문상담 및 면접상담
▹ 방문상담 : 다누리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는 상담
▹ 면접상담 : 다누리콜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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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 상담원과 상호일정 조정후 사전 예약
❍ 긴급피난처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능
▹ 이용방법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가족 내 관계증진을 
위한 교육(가족, 성평등, 인권 등),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상담, 정보안내, 결혼이
민자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8년 
현재 전국에 21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1)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내용

공통필수 선택(예시)

가족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프
로그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입학 및 
입시정보 제공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결혼과 가족의 이해
가족의 의미와 역할
아버지 교육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 프로그램
자녀교욱 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자녀건강지도
자녀생활지도 등

성평등
인권 배우자부부교육

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
아주여성과 한국이 배우자 대상 프로그
램 등

인권 다문화이해교육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이주민과 인권

사회
통합

취업기초 소양교육
구직자 발굴시 e새일시스템과 연계
된 워크넷 등록 및 새일센터로 
적극연계
새일센터의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 
교육훈련 개설시 적극 협조(교육
과정 설계모집등)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소양교육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활동

한국사회적응교육
소비자․경제교육
학업지원반(검정고시반)운영 및 연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인식개선
결혼이민자 멘토링프로그램등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미래찾기, 길찾기등 미래설계 프로그램
중 선택)

상담 가족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례관리          심리검사
위기가족 긴급지원
외부상담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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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누리콜센터☎1577-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다
❖ 이용방법 : 센터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이용 신청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 이용요금 : 무료 
※ 일부 센터는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센터로 문의바람
※ 방문교육서비스 등 일부 프로그램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자치구 주소 이용지역 연락처

수영구 수영구 황령산로7번길 45 지하1층 (남천동) 051-758-3073

금정구 금정구 중앙대로 1992 (남산동) 2층 051-513-2131

해운대구 해운대구 양운로 91(좌1동주민센터) 051-702-8002 

부산진구 부산진구 백양대로 160 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
센터 2층 051-817-4313

기장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06 기장종합사회복지관 051-792-4750

동구 동구 범곡로 8-1 동구, 중구, 
영도구 051-465-7171

사하구 사하구 신산로 177 신평동
 (농협은행 신평지점 2층) 사하구,강서구 051-205-8345

동래구 동래구 사직북로 63번길 20-7 동래구, 금정구 051-506-5766

남구 남구 수영로 356 여성회관 남구, 수영구, 
연제구 051-610-2012

북구 북구 효열로 76 051-365-3408

사상구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51 다누림센터4층 서구,사상구 051-328-1001



- 92 -

4.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가. 다문화가족지원 인프라 강화

  1)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 : 9개소
  ▹ 주요사업 : 교육 및 상담, 자조모임,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중
언어환경조성 등 종합서비스 제공
  ▹거점센터 :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회관) 
  2)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 전문가 16명, 연2회(상·하반기) 
  3) 결혼이민자 대표 회의 운영 : 16명, 연2회(상·하반기) 
  4) 국제결혼 건전화 및 중개업체 관리 강화 : 지도점검(연2회), 담당공무원 교육
(연1회) 

 나.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1)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지원
  ▹ 한국어 교육 운영 : 구·군 운영, 3개과정(정규과정, 중도입국자녀과정, 심화과정)
  ▹ 언어별·단계별 한국어 교재 보급 : 구군, 여성회관을 통해서 보급
  ▹ 한국어교육 방문서비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가 주 2회(회당 2시간) 방문교육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입국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만19세 미만)
    교육기간 : 10개월

  2)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
   중국어(동구, 기장군), 베트남어(남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 해운대구, 동래구, 
부산진구)

  3) 결혼이민자 취업연계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등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93 -

  5) 결혼이민자 생활편의 지원사업
  ▹ 국제특송(EMS) 요금 10% 할인 : 시내 우체국에서 모국으로 발송하는 국제
특송요금 10% 할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귀화자는 기본증명서) 지참 
  ▹ 외환송금 시 은행수수료 면제 : 부산은행을 이용하여 모국에 있는 가족들에
게 송금할 경우 외환송금수수료가 면제되고 환전 시 환율 우대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귀화자는 기본증명서) 지참

  6) 다문화가족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서비스 운영 : 8개국어 서비스, 9개 센터 통
합운영, 관련기관 연계

  7) 결혼이민자 출신 상담원제 운영 : 월~금요일 10:00~15:00 (☎051-888-1536) 

  8) 「이주여성 위기관리 시스템」 강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1개소(동래구 사직로24, 5층 , 사직운동장 야구장 건너편, 
☎1577-1366), 모국어 상담 배치 

  9)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 사업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1개소)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하여 1인당 월 60만원 한도의 인턴채용 지원금 지원
  ▹ 인턴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 여성
  ▹ 인턴기간 및 근무조건 : 5개월, 전일제(주5일, 주30시간 이상)
  ▹ 인턴채용 지원금액 : 1인 총액 300만원, 월 60만원 한도

 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1)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 사업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사업내용 : 부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교육 및 자조모임 지원, 이중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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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프로그램운영, 이중언어 관련 콘텐츠 등 교재교구 지원
  ▹ 수행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개센터 이중언어코치 배치)

  2) 언어발달지원사업
  ▹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사업내용 : 자녀 언어발달정도 평가 및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 수업방법 : 주2회(회당 40분), 개별(1:1) 및 모둠수업
  ▹ 수행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방문교육(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가 주 2회(회당 2시간) 방문 교육
   가) 한국어 교육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입국 5년이하), 중도입국자녀(만 24세 미만)
  ▹ 교육기간 : 10개월
   나) 부모교육
  ▹ 사업대상 : 만12세 이하 자녀 양육 결혼이민자
  ▹ 교육기간 : 생애주기별 1회(5개월)씩 총3회(15개월) 서비스 제공
   다) 자녀생활서비스
  ▹ 사업대상 : 만3세～12세 이하 다문화 자녀, 중도입국 자녀
  ▹ 교육기간 : 10개월
*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별 차등 적용(무상～시간당 2천원)

  4) 대학생 문화멘토링 사업 운영
  ▹ 사업대상 : 대학생 멘토(외국인유학생, 한국인)와 다문화자녀
  ▹ 사업기간 : 7～8월(여름방학 중, 주 1회씩 총 5회)
  ▹ 사업내용 : 부산시내 문화체험(전시관람, 유적지탐방 등), 진로상담 등

  5) 다문화 청소년 글로벌 캠프
  ▹ 사업목적 : 부모나라 역사․문화 이해, 청소년 교류 등을 통한 자아정체감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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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대상 : 다문화청소년
  ▹ 사업내용 : 현지 청소년 교류, 자원봉사활동, 기업 • 시설 방문 등

  6)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 사업대상 : 만 3세～초등학생 이하 자녀
  ▹ 사업내용 : ㈜대교와 업무협약, 취학 전․후 아동 기초과목 방문교육 지원

  7) 다문화 아빠학교 운영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아빠, 초등학생 자녀)
  ▹ 사업내용 : 다문화 자녀의 행복한 성장과 건강한 다문화 가정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구군 운영기관명 연락처 운영과정
중구 한국아동복지회 051-257-0787 정규과정,심화과정
서구 서구종합사회복지관 051-523-1922 정규과정,심화과정
동구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465-7171 정규과정,심화과정

영도구 영도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1-414-9605 정규과정
부산진구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817-4313 정규과정,심화과정
동래구 동래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506-5766 정규과정,심화과정

남구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회관) 051-610-2027 정규과정,심화과정

북구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365-3408 정규과정,심화과정
해운대구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702-8002 정규과정,심화과정
사하구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205-8345 정규과정,심화과정
금정구 금정도서관 051-519-5601 정규과정,심화과정
강서구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051-972-4591 정규과정,심화과정
연제구 연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851-5002 정규과정
수영구 수영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1-758-3073 정규과정
사상구 사상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328-0419 정규과정,심화과정
기장군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723-0419 정규과정,심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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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친족간의 계촌도

2.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

3. 다누리콜센터 현황

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5. 심리치유 프로젝트 다톡다톡(多talk茶talk)위탁기관

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7.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현황

8. 주요 주한 외국 대사관 연락처

9.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약호 내역

10. 가족관계등록관련 각종 신고서 서식(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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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親族)간의 계촌도(系寸圖)
▢ 부계혈족(兄弟) 계촌도(系寸圖)  

5대(5촌) 　 　 　 　 　 　 　 　 　 　
현조부 　 　 　 　 　 　 　 　 　 　(玄祖父)

| 　 　 　 兄, 弟 　 　 　 　 　 　
4대(4촌) 　 6촌
고조부 　 종고조부

(高祖父) (從高祖父)
| 　 　 　 兄, 弟 　 　 　 　 　 |

3대(3촌) 　 5촌 　 7촌
증조부 　 종증조부 　 재종증조부

(曾祖父) (從曾祖父) (再從曾祖父)
| 　 兄, 弟 　 　 　 　 　 | 　 |

2대(2촌) 　 4촌 　 6촌 　 8촌
조부 　 종조부 　 재종조부 　 3종조부

(祖父) (從祖父) (再從祖父) (三從祖父)
| 　 兄, 弟 　 　 　 | | |

1대(1촌) 　 3촌 　 5촌 　 7촌 　 9촌

부 (父) 　 백숙부 　 종백숙부 　 재종백숙부
(再從伯叔父) 　 3종백숙부

(伯叔父) (從伯叔父) (三從伯叔父)
| 兄, 弟 　 | | | |

나 　 2촌 　 4촌 　 6촌 　 8촌 　 10촌

　 형,제 　 종형제 　 재종형제 　 3종형제 　 4종형제
(己) (兄,弟) (從兄弟) (再從兄弟) (三從兄弟) (四從兄弟)

| 　 | | | | |
1촌 　 3촌 　 5촌 　 7촌 　 9촌 　 11촌
아들 　 질 　 종질 　 재종질 　 3종질 　 4종질
(子) (姪) (從姪) (再從姪) (三從姪) (四從姪)

| | | | | 　 　
2촌 　 4촌 　 6촌 　 8촌 　 10촌 　 　
손자 　 종손 　 재종손 　 3종손 　 4종손 　 　(孫) (從孫) (再從孫) (三從孫) (四從孫)



- 100 -

▢ 친족간의 관계와 계촌(系寸)

나를 중심으로 하여, 아버지의 형(兄)은 백부(伯父)요, 아버지의 동생(弟)은 
숙부(叔父)이며, 촌수로는 백부,  숙부 모두 3촌간이 된다.
백부와 숙부의 자녀는 나와는 종형제자매(從兄弟姉妹)간이 된다. 
보통4촌 형제간이라고 한다.

종숙(從叔=아버지의 종형제=아버지의 4촌형제)은 촌수로는 5촌간이고, 
당숙(堂叔)이라고도 하며,
재종숙(再從叔=아버지의 재종형제=아버지의 6촌형제)은 촌수로는 7촌간이고,
재당숙(再堂叔)이라고도 한다.

원래 촌수는 부자(父子)간을 1촌으로 보고, 조부(祖父)ㆍ손자(孫子)간은 2촌
간이 되며, 형제(兄弟)간도 2촌간이며, 증조(曾祖)ㆍ증손(曾孫)간을 3촌간으
로 본다.

부자(父子)와  조손(祖孫), 증조손(曾祖孫)간은 직계(直系)이므로, 계촌(系寸)
을 중시하지 않고, 형제항렬(兄弟行列)과 숙질항렬(叔姪行列) 만을 촌수(寸
數)로 따진다.

아내(妻)는 남편의 친족과의 항렬 및 촌수관계에 있어서는 남편과 같으나,
아내가 남에게 시가(媤家)의 항렬과 촌수를 말할 때에는 "시(媤)"자를 붙여서 
부른다.
즉, 시부(媤父), 시모(媤母), 시숙(媤叔)또는 시삼촌(媤三寸), 
시종형제(媤從兄弟  = 시사촌 媤四寸)라 하여 친정(親庭) 쪽과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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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매 및 내종간의 계촌도(系寸圖) 

아버지의 자매(姉妹 = 누님, 여동생)는 나에게는 고모(姑母)이며,
고모의 남편은 고모부(姑母夫)라고 한다.

고모의 자녀는 고종(姑從) 또는 내종형제자매(內從兄弟姉妹)인데,
고모의 자녀는 나를 외종(外從)이라 부른다.

4대(4촌) 　 　 　 　 　 　 　 　
고조부 　(高祖父)

| 　 　 　 男, 妹 　 　 　 　
3대(3촌) 　 5촌
증조부 　 증대고모

(曾祖父) (曾大姑母)
| 　 男, 妹 　 　 　 　 |

2대(2촌) 　 4촌 　 6촌
조부 　 대고모 　 내재종조

(祖父) (大姑母) (內再從祖)
| 　 男, 妹 　 　 　 | |

1대(1촌) 　 3촌 　 5촌 　 7촌

부 (父) 　 고모 　 내종숙 　 내재종숙
(姑母) (內從叔) (內再從叔)

| 男, 妹 　 | | |

나 　 2촌 　 4촌 　 6촌 　 8촌

　 자,매 　 내종형제 　 내재종형제 　 내3종형제
(己) (姉,妹) (內從兄弟) (內再從兄弟) (內三從兄弟)

| | | | |
1촌 　 3촌 　 5촌 　 7촌 　 9촌
딸 　 생질 　 내종질 　 내재종질 　 내3종질

(女) (甥姪) (內從姪) (內再從姪) (內三從姪)
| | | | |

2촌 　 4촌 　 6촌 　 8촌 　 10촌
손녀 　 이손 　 내재종손 　 내3종손 　 내4종손

(孫女) (離孫) (內再從孫) (內三從孫) (內四從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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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계혈족(외종(外從), 이종(姨從)) 계촌도(系寸圖) 

　 　 4대(4촌) 　 　 　 　 　 　

　 　 외고조부 　 　 　 　 　 　(外高祖父)
　 　 | 　 　 　 　 　 　
　 　 3대(3촌) 　 5촌

　 　 외증조부 　 　 　 　 　 외종증조부
(外曾祖父) (外從曾祖父)

　 　 | 　 　 　 　 　 |
　 　 2대(2촌) 　 4촌 　 6촌

　 　 외조부 　 　 　 외종조부 　 외재종조부
(外祖父) (外從祖父) (外再從祖父)

姉,  妹 | 男, 妹 　 | 　 |
3촌 　 1대(1촌) 　 3촌 　 5촌 　 7촌
이모 　 모 (母) 　 외숙 　 외종숙 　 외재종숙

(姨母) (外叔) (外從叔) (外再從叔)
| 　 | 　 | 　 | 　 |

4촌 　 나 　 4촌 　 6촌 　 8촌
이종형제

　 　
외종형제

　
외재종형제

　
외3종형제

(姨從兄弟) (己) (外從兄弟) (外再從兄弟) (外三從兄弟)
| 　 　 　 | 　 | 　 |

5촌 　 　 　 5촌 　 7촌 　 9촌
이종질 　 　 　 외종질 　 외재종질 　 외3종질

(姨從姪) (外從姪) (外再從姪) (外三從姪)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나의 외삼촌(外三寸) 즉, 외숙(外叔)이며,
외숙의 자녀는 외종형제자매(外從兄弟姉妹) 즉, 외사촌(外四寸)이 된다.

외숙이 나를 볼 때에는 생질(甥姪)이고,
외종이 나를 볼 때에는 내종(內從) 또는 고종(姑從)이 된다.

어머니의 자매(姉妹)는 이모(姨母)가 되고, 
이모의 자녀는 이종형제자매(外從兄弟姉妹) 즉, 이종사촌(姨從四寸)이 된다.
이모가 나를 볼 때에는 이질(姨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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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관계
부자간(父子間) 아버지와 아들
부녀간(父女間) 아버지와 딸
모자간(母子間) 어머니와 아들
모녀간(母女間) 어머니와 딸
구부간(舅婦間) 시아버지와 며느리
고부간(姑婦間) 시어머니와 며느리
옹서간(翁壻間) 장인과 사위
조손간(祖孫間) 조부모와 손자 · 녀
형제간(兄弟間) 남자동기끼리
자매간(姉妹間) 여자동기끼리
남매간(男妹間) 남자동기와 여자동기
수숙간(嫂叔間)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동서간(同壻間) 형제의 아내끼리, 자매의 남편끼리
숙질간(叔姪間)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자녀
구생간(舅甥間) 외숙과 생질
내외종간(內外從間)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이숙질간(姨叔姪間) 이모와 이질
이종간(姨從間) 자매의 자녀끼리
고숙질간(姑叔姪間) 고모와 친정조카
외종(外從) 외숙의 자녀
고 · 내종(枯內從) 고모의 자녀
이종(姨從) 이모의 자녀
처이질(妻姨姪) 아내의 친정조카
생질(甥姪) 남자가 자매의 자녀를
이질(姨姪) 여자가 자매의 자녀를
종(종)형제자매·남매간 4촌 끼리
당·종숙질(當·從叔姪)간 아버지의 종형제자매와 종형제자매의 자녀
재종(再從)형제자매·남매간 6촌 끼리
삼종(三從)형제자매·남매간 8촌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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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
시도 시군구 연락처

서울 (24)

종로구 02-764-3521
중구 02-2254-3670

용산구 02-792-9174
성동구 02-3395-9445
광진구 02-458-0666

동대문구 02-957-1073
중랑구 02-435-4149
성북구 02-3290-1660
강북구 02-945-7381
도봉구 02-995-6800
노원구 02-979-3502
은평구 02-376-3731

서대문구 02-375-7530
마포구 02-3142-5027
양천구 02-2699-6900
강서구 02-2606-2037
구로구 02-869-0317
금천구 02-803-7743

영등포구 02-846-5432
동작구 02-599-3260
관악구 02-883-9383~4
강남구 02-3414-3346
송파구 02-403-3844
강동구 02-473-4986

부산 (9)

동구 051-465-7171
부산진구 051-817-4313
동래구 051-506-5766
남구 051-610-2027
북구 051-365-3408

해운대구 051-702-8002
사하구 051-205-8345
사상구 051-328-1001
기장군 051-792-4750

대구 (7)

동구 053-961-2203
서구 053-341-8312
남구 053-475-2324
북구 053-327-2994

수성구 053-764-4317
달서구 053-580-6819
달성군 053-637-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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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연락처

인천 (9)

중구 032-891-1094
동구 032-773-0297
남구 032-875-1577

연수구 032-851-2740
남동구 032-467-3912
부평구 032-511-1800~1, 9
계양구 032-541-2860~1
서구 032-569-1560

강화군 032-933-0980

광주 (4)
서구 062-369-0073
남구 062-351-5432
북구 062-363-2963

광산구 062-954-8004

대전 (5)

동구 042-630-9945
중구 042-335-4566
서구 042-520-5928

유성구 042-252-9997
대덕구 042-639-2664

울산 (5)

중구 052-248-1103
남구 052-274-3185
동구 052-232-3357
북구 052-286-0025

울주군 052-229-9600
세종 (1) 세종시 044-862-9338

경기 (30)

수원시 031-257-8504
성남시 031-740-1175
고양시 031-938-9801
부천시 032-327-1370
안양시 031-8045-5706
안산시 031-599-1700~16
용인시 031-323-7133

의정부시 031-878-7880~1
남양주시 031-590-8215
평택시 031-615-3959~65
광명시 02-2060-0453
시흥시 031-319-7997
군포시 031-395-1811
화성시 031-267-8786
파주시 031-949-9164
이천시 031-631-2260
구리시 031-556-3873
김포시 031-99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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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연락처

경기 (30)

포천시 031-532-2065~6
광주시 031-798-7141
안성시 031-677-7191
하남시 031-794-5158
의왕시 031-429-4782
양주시 031-848-5622
오산시 031-377-1335
여주시 031-886-0327
양평군 031-775-5951

동두천시 031-863-3801
가평군 070-7510-5876
연천군 031-835-1107

강원 (18)

춘천시 033-251-8014
원주시 033-765-8134~5
강릉시 033-648-3019
동해시 033-535-8378
태백시 033-554-4003 / 070-4103-4006
속초시 033-638-3523
삼척시 033-573-5434
홍천군 033-433-1915
횡성군 033-344-3458~9
영월군 033-372-4769
평창군 033-332-2063~4
정선군 033-562-3458
철원군 033-452-7800
화천군 033-442-2344
양구군 033-481-8663
인제군 033-462-3651
고성군 033-681-9390
양양군 033-670-2943~5

충북 (12)

청주시 043-298-8830, 8831
충주시 043-856-2253
제천시 043-643-0050
청원군 043-293-8887
보은군 043-544-5422
옥천군 043-733-1915
영동군 043-745-8489
증평군 043-835-3572
진천군 043-537-5431~2
괴산군 043-832-1078 / (거점 070-7733-3113)
음성군 043-873-8731
단양군 043-421-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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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연락처

충남 (14)

천안시 041-558-8653
공주시 041-856-0883
보령시 041-936-8506, 8516
아산시 041-548-9779
서산시 041-664-2710
논산시 041-733-7860~2
금산군 041-750-3990
부여군 041-830-2900
서천군 041-953-1911
청양군 041-944-2333
홍성군 041-634-7432
예산군 041-334-1368
태안군 041-670-2396
당진시 041-360-3160

전북 (14)

전주시 063-243-0333
군산시 063-443-0053
익산시 063-841-6040
정읍시 063-531-0309
남원시 063-635-5474
김제시 063-545-8506
완주군 063-231-1037
진안군 063-433-4888
무주군 063-322-1130
장수군 063-352-3362
임실군 063-642-1837
순창군 063-652-3844
고창군 063-561-1366
부안군 063-580-3941

전남 (21)

목포시 061-278-4222
여수시 061-659-5429
순천시 061-741-1050
나주시 061-331-0709
광양시 061-797-6832
담양군 061-383-3655
곡성군 061-362-5411
고흥군 061-832-5399
보성군 061-852-2664
화순군 061-375-1087
장흥군 061-864-4810~1
강진군 061-433-9004
해남군 061-534-0017~8
영암군 061-46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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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연락처

전남 (21)

무안군 070-4202-1813
함평군 061-324-5431
영광군 061-353-7997
장성군 061-393-5420
완도군 061-554-4100
진도군 061-544-9993
신안군 061-240-8708

경북 (23)

포항시 054-270-5556
경주시 054-779-8709
김천시 054-439-8280
안동시 054-853-3111
구미시 054-443-0541
영주시 054-634-5431
영천시 054-334-2882
상주시 054-531-1342~4
문경시 054-554-5591
경산시 053-816-4071
군위군 054-383-2511
의성군 054-832-5440
청송군 054-872-4320, 4322
영양군 054-683-5432
영덕군 054-730-7383
청도군 054-373-8131~4
고령군 054-956-6336
성주군 054-931-0537
칠곡군 054-975-0834
예천군 054-654-4321
봉화군 054-673-9023
울진군 054-789-5414
울릉군 054-791-0205

경상남도 055-274-8337

경남 (19)

창원시 055-225-3951
창원시마산 055-245-8744

진주시 055-749-5443
통영시 055-640-7741
사천시 055-832-0345
김해시 055-338-6349
밀양시 055-351-4404
거제시 055-682-4956
양산시 055-382-0988
의령군 055-574-8833
함안군 055-583-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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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누리콜센터 현황

지  역 대표상담전화 사무처

서울(중앙)

1577-1366

1577-1366

경기수원 031-257-1841

대전 042-488-2979

광주 062-366-1366

부산 051-508-1366

경북구미 054-457-1366

전북전주 063-257-1366

시도 시군구 연락처

경남 (19)

창녕군 055-532-1606~7
고성군 055-673-1466
남해군 055-864-6965
하동군 055-880-6530
산청군 055-972-1078
함양군 055-963-2013
거창군 055-945-1365
합천군 055-930-4735

제주 (2) 제주시 064-712-1140
서귀포시 064-76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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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연번 기관 지역 전화번호 운영 형태

1 무지개청소년센터 서울 
종로 02-722-2585

전일제

2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금천 02-868-5208

3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구로 02-6925-5285

4 부천새날학교 경기 
부천 032-667-7480

5 수원이주민센터 경기 
수원 070-8671-3111

6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경기 
안산 031-495-2288

7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경기 
평택 031-659-8198

8 다문화사랑회 인천 032-467-3992

9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주 062-363-2963

10 사단법인 부산교육연구소 부산 051-556-6785

11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 053-944-2977

12 세린작은도서관 울산 070-7123-0210

13 충북다문화가정지원센터 충북 
청주 043-263-0041

14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남 
아산 041-548-9773(내선3)

15 영남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경북 
경산 063-862-1422

16 창원YMCA 경남 
창원 055-266-8680

17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센터

전북 
익산 063-840-1499

시간제
(방과후·

주말)

18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전남 
여수 061-652-3427∼57

19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서울 
구로 02-858-4115

20 고양이민자통합센터 경기 
고양 031-970-3020

21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경기 
안산 031-495-2288

22 춘천YMCA 강원 
춘천 0363-255-1130

23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 042-52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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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젝트 다톡다톡(多talk茶talk)위탁기관

지역 센터명 연락처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02-733-7587

경기(안산)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3
부산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051-303-9601
광주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시도 기초 센터명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관악구 관악새일센터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02-886-9523
서울 구로구 간호새일센터 서울특별시간호사회 02-859-6346
서울 구로구 구로새일센터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02-867-8833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새일센터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02-858-4822~3
서울 금천구 남부새일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02-802-0185
서울 노원구 북부새일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02-972-5506
서울 노원구 노원새일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02-951-0187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새일센터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02-921-2070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새일센터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02-332-8661
서울 서초구 서초새일센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02-6929-0011
서울 양천구 서부새일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02-2607-5638
서울 은평구 은평새일센터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02-389-2115
서울 종로구 종로새일센터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02-741-1326
서울 중랑구 중랑새일센터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02-3409-1948
서울 강서구 강서새일센터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02-2692-4549
서울 강북구 강북새일센터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02-980-2377
서울 동작구 동작새일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02-525-1121
서울 마포구 중부새일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02-719-6307
서울 용산구 용산새일센터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02-714-9762
서울 송파구 송파새일센터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02-430-6070
서울 성북구 성북새일센터 (사)한국고용복지센터 02-942-3117
서울 성북구 정릉새일센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070-4693-4755
서울 성동구 성동새일센터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02-3395-1500
서울 중구 중구새일센터 중구여성플라자 02-2234-3130
서울 도봉구 도봉새일센터 도봉여성센터 070-7858-3210
서울 강남구 서울과학기술새일센터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02-6258-5000
서울 광진구 동부새일센터 동부여성발전센터 02-460-2384~9
서울 강동구 강동새일센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02-475-0110
부산 남구 부산새일센터 부산광역시여성회관 051-610-2005
부산 동래구 동래새일센터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051-501-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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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기초 센터명 기관명 전화번호
부산 동구 동구새일센터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051-715-9882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새일센터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051-702-9196
부산 사상구 사상새일센터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051-326-8778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새일센터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051-807-7944
부산 서구 부산서구새일센터 부산서구 여성센터 051-240-3560
부산 기장군 기장새일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051-709-5359
부산 강서구 부산강서새일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051-970-4363
부산 사상구 부산광역새일센터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051-320-8342
대구 남구 대구남부새일센터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053-472-2281
대구 북구 대구새일센터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053-803-7231
대구 서구 대구달서새일센터 대구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053-285-1331
대구 수성구 수성새일센터 대구수성 여성클럽 053-766-0308
인천 남구 인천새일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032-440-6528
인천 남구 인천남구새일센터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032-881-6060~2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구새일센터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469-1251
인천 서구 인천서구새일센터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032-577-6091
인천 부평구 부평새일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 032-511-3161~3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산단새일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인천지회 032-260-3611
인천 계양구 계양새일센터 계양구 여성회관 032-554-9368
인천 부평구 인천광역새일센터 (재)인천여성가족재단 032-517-9831
광주 동구 광주새일센터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062-511-0001
광주 북구 광주북구새일센터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062-266-8500
광주 남구 송원대새일센터 송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062-360-5902
광주 광산구 광주광산구새일센터

(산단형)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1577-2919

광주 서구 광주서구새일센터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062-613-7986~9

대전 서구 대전새일센터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042-524-4181~2
대전 유성구 대전배재대ICT융합

새일센터 배재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042-524-1982
대전 서구 대전광역새일센터 배재대학교 평생교육원 042-520-5087
울산 남구 울산새일센터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052-258-8064
울산 중구 울산중부새일센터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052-281-1616
경기 고양시 고양새일센터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79-8555
경기 부천시 부천새일센터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경기 성남시 성남새일센터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031-718-6696
경기 안산시 안산새일센터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031-439-2060
경기 안양시 안양새일센터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453-4360
경기 용인시 경기IT새일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 031-899-9180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새일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 031-8008-808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YWCA새일센터 의정부YWCA 031-853-6332
경기 시흥시 시흥새일센터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8219
경기 화성시 화성새일센터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031-267-8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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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기초 센터명 기관명 전화번호
경기 시흥시 시흥새일센터

(산단형)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031-310-6032
경기 광명시 광명새일센터 광명시 여성회관 02-2680-6773
경기 평택시 평택새일센터 평택시 여성회관 031-8024-7412

,7414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새일센터 남양주 YWCA 031-577-0886~7
경기 수원시 팔달새일센터 수원시가족여성회관 031-259-9831
경기 수원시 영통새일센터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031-206-1919
경기 포천시 포천새일센터 (사)가족보건복지협회 031-541-7943
경기 고양시 고양MICE새일센터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12-8555
경기 용인시 용인대스포츠새일센터 용인대학교 031-8020-3661~2
경기 이천시 이천새일센터 이천 YMCA 031-632-1982
경기 김포시 김포새일센터 김포시 031-996-7607~

7611
경기 파주시 파주새일센터 서영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 031-930-9540
경기 안양시 안양창조산업새일센터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 031-8045-5191
경기 오산시 오산새일센터 오산시 031-8024-9865
경기 용인시 경기광역새일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
031-899-9101~

2/9104~5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 031-8008-8100
강원 동해시 동해새일센터 동해YWCA 033-533-6077
강원 원주시 원주새일센터 상지영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033-748-3131
강원 춘천시 춘천새일센터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3-243-6474
강원 강릉시 강릉새일센터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033-643-1148
강원 양양군 양양새일센터 양양군 여성회관 033-670-2357
강원 영월군 영월새일센터 영월군 여성회관 033-370-1333
강원 정선군 정선새일센터 정선군 여성회관 033-560-2316
강원 삼척시 삼척새일센터 삼척시 평생학습관 033-570-4434
충북 청주시 청주새일센터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043-253-3400~1
충북 영동군 영동새일센터 영동군 여성회관 043-745-7713
충북 청주시 충북새일센터

(산단형)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043-217-9195
충북 충주시 충주새일센터 충주YWCA 043-845-1991
충북 제천시 제천새일센터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043-644-3905
충북 청주시 청주IT새일센터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43-237-1414
충북 청주시 충북광역새일센터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043-215-9195
충남 보령시 보령새일센터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041-935-9663
충남 천안시 천안새일센터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041-576-3060
충남 논산시 논산새일센터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041-736-6244
충남 당진시 당진새일센터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041-360-3230~2
충남 서산시 서산새일센터 서산시 041-660-2707
충남 아산시 아산새일센터 (재)제니엘푸른꿈일자리재단 041-425-0160
충남 공주시 공주새일센터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 041-850-6061~7
충남 예산군 예산새일센터 공주대학교 041-33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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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기초 센터명 기관명 전화번호
충남 부여군 부여새일센터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041-830-2120~1
충남 홍성군 홍성새일센터 홍성군 041-630-9541~7
전북 김제시 김제새일센터 김제시 여성회관 063-540-4120
전북 군산시 군산새일센터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063-468-0055
전북 전주시 전주새일센터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063-232-2352
전북 전주시 전북새일센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063-254-3610
전북 정읍시 정읍새일센터 정읍시 여성문화회관 063-534-8219
전북 남원시 남원새일센터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063-633-0860
전북 익산시 익산새일센터

(산단형)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산단형) 063-840-6568
전북 완주군 완주새일센터 완주군청 근로자종합복지관 063-290-3880
전북 전주시 전북광역새일센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063-254-3813
전남 목포시 목포새일센터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061-283-7535
전남 여수시 여수새일센터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061-641-0050
전남 순천시 순천새일센터 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 061-744-9705
전남 광양시 광양새일센터 광양시청 여성문화센터 061-797-2781
전남 장성군 장성새일센터 장성군 여성회관 061-390-7635~6
전남 나주시 나주새일센터 학교법인 해인학원 061-333-2060
전남 화순군 화순새일센터 화순군 061-379-3551
전남 영암군 영암새일센터 (재)전남인력개발원 061-463-9972
전남 무안군 전남광역새일센터 (재)전남여성플라자 061-260-7335
경북 구미시 구미새일센터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054-456-9494
경북 김천시 김천새일센터 김천시 평생교육원 054-430-1179
경북 포항시 포항새일센터 포항YWCA여성인력개발센터 054-278-4410
경북 칠곡군 칠곡새일센터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054-973-7019
경북 경산시 경산새일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053-667-6880
경북 경주시 경주새일센터 굿네이버스 경북남부지부 054-744-1901
경북 영천시 영천새일센터 영천시 교육문화센터 054-339-7759
경북 영천시 경북광역새일센터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054-335-1982
경남 김해시 김해새일센터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055-331-4338
경남 김해시 김해시동부새일센터 김해시 여성센터 055-329-2145
경남 진주시 진주새일센터 진주시 능력개발원 055-749-2593
경남 창원시 마산새일센터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055-232-5265
경남 창원시 창원새일센터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055-283-3221
경남 창원시 경남새일센터

(산단형)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산단형) 1588-3475
경남 거제시 거제새일센터 거제시 여성회관 055-634-2064
경남 양산시 양산새일센터 양산YWCA 055-362-9192
경남 창원시 경남광역새일센터 경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88-3475
제주 제주시 제주새일센터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064-753-8090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새일센터 서귀포YWCA 064-762-1400
제주 서귀포시 한라새일센터 제주도 농업기술원 064-739-8920
세종 세종시 세종새일센터 세종YWCA 044-863-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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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현황
서울/경기/인천

기관명 연락처 팩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
도심공학출장소
광명역출장소

▪ 제1터미널 032-740-7391~2
▪ 제2터미널 032-740-7361~2

02-362-8432
02-551-6923
02-899-9167

032-740-7395
032-740-7360
02-362-8436
02-551-6934
02-899-9169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청 02-2664-6202 02-2664-8096
서출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02-2650-6214
02-731-1799

02-2650-6295
02-731-1791

서울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02-2650-4617 02-2650-4690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031-828-9306
031-936-5031

031-828-9461
031-919-7663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032-890-6300
031-364-5700

032-890-6400
031-401-5721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평택항만출장소

031-695-3817
031-8024-9612
031-683-6938

031-695-3810
031-8024-9640
031-682-1794

화성외국인보호소 031-8055-7000 031-355-2019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032-745-3300 032-745-3330

부산/경남
기관명 연락처 팩스

부산 츨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
김해출장소

051-461-3091~5
051-254-3917
055-344-7800

051-463-725
051-254-3919
055-344-7812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2-279-8024 052-279-8028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
사천출장소
통영출장소

055-981-6000
055-681-8133
055-835-3988
055-645-3405

055-247-9150
055-682-2433
055-835-4087
055-645-3441

김해 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1-979-1300 051-979-1305

광주/전라/제주
기관명 연락처 팩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목포출장소

062-605-5280
061-453-8846
061-283-7294

062-605-5299
061-453-8845
061-282-7293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063-249-869~4
063-445-3874

063-245-6165
063-446-8998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

061-689-5511
061-792-1139

061-684-6974
061-792-9928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061-741-5400 064-741-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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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강원
기관명 연락처 팩스

대추 출입국․이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구미출장소

053-980-3512
054-247-5363
054-459-3505

053-980-3580
054-240-5492
054-459-3580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성출장소
동해출장소
속초출장소

033-269-3210
033-680-5100
033-535-5723
033-636-8613

033-369-3294
033-680-5102
033-533-8153
033-636-8615

대전/충청
기관명 연락처 팩스

대전 출입국․외국이사무소
천안출장소
서산출장소
당진출장소

042-220-2001~2,4
041-621-1347
041-681-6188
041-352-6174

042-256-0496
041-622-1345
041-681-6182
041-352-6170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043-230-9000 043-236-4907
청주외국인보호소 043-290-7512 043-290-7590

▢ 주요 주한 외국 대사관 연락처
국가 연락처
미국 02-397-4114

러시아 02-378-2116
중국 02-738-1038
일본 02-2170-5200

베트남 02-734-7948
태국 02-790-3098

필리핀 02-796-7387
우즈베키스탄 02-574-6554

캄보디아 02-3785-1041
라오스 02-796-1713
몽골 02-794-1951
네팔 02-3789-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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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약호 내역

1. 외교(A-1) 18. 구직(D-10)

2. 공무(A-2) 19. 교수(E-1)

3. 협정(A-3) 20. 회화지도(E-2)

4. 사증면제(B-1) 21. 연구(E-3)

5. 관광통과(B-2) 22. 기술지도(E-4)

6. 일시취재(C-1) 23. 전문직업(E-5)

7. 단기방문(C-3) 24. 예술흥행(E-6)

8. 단기취업(C-4) 25. 특정활동(E-7)

9. 문화예술(D-1) 26. 비전문취업(E-9)

10. 유학(D-2) 27. 선원취업(E-10)

11. 기술연수(D-3) 28. 방문동거(F-1)

12. 일반연수(D-4) 29. 거주(F-2)

13. 취재(D-5) 30. 동반(F-3)

14. 종교(D-6) 31. 영주(F-5)

15. 주재(D-7) 32. 결혼이민(F-6)

16. 기업투자(D-8) 33. 기타(G-1)

17. 무역경영(D-9) 34. 관광취업(H-1)

35.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C-3, F-1, H-2, F-4, F-5)



〈영어〉                                                                            〔참고용〕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es of Family Register

신청 대상

Subject of 
the 

application

□대상자
□ Person 
concerned

성 명

Name 

(한자：               )
(Chinese
characters:              )

등록기준지

Place of 
registration

주민등록번

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뒷면 작성방법 5.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의 기재 없이 주민등록번호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f No. 5. on the reverse side appli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sufficient and place 

of registration is not needed.

신청내용

Certificates 
Requested

1. 일반증명서
1. General 
certificate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①Family relation certificate
…………(Number of copies:    )

②기본증명서………(  )통
②Identification certificate
………(Number of copies:    )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③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Number of copies:    )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④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Number of copies:    )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⑤Full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Number of copies:    )

2. 상세증명서
2. Specific 
certificate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①Family relation certificate
…………(Number of copies:    )

②기본증명서………(  )통
②Identification certificate
………(Number of copies:    )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③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Number of copies:    )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④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Number of copies:    )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⑤Full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Number of copies:    )

3. 특정증명서 ①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통
3. Special certificate ① Identification certificate(special parental authority, guardianship)
…………………………( Number of copies:    )

4. 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건
4. Certificate of the contents on report documents…(   ) case(s)

5. 수리·불수리 증명……(  )건
5. Certificate of Acceptance or Non-Acceptance of Report……(   ) case(s)

6. 열람(신고서류) _____년___월___일 접수 ______________신고
6. Reading of the report documents:
Filed on Day____Month____Year_____ Registration of ____________

7. 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 본적

[별지 제11호 서식]
[Appendix Form No. 11]



〈영어〉                                                                            〔참고용〕

7. Family Census Register under the previous 「Family Registration Law」:
legal domicile of origin

호주 :           대상자 :      의       
Head of family:           Subject of application:    of     

제적등본…(   )통, 제적초본…(    )통, 제적부열람…(    )건
Abolished Family Census Register (full record)… … (   ) copy/copies,
Abolished Family Census Register (simplified)………(   ) copy/copies,
Reading of the Abolished Family Census Register…(   ) case(s)

주민등록번

호(뒷부분6자
리숫자의) 공
개신청여부

Disclosure of 
r e s i d e n t 
reg i strat ion 
number( last 
6 digits)

□전부 공개

□Disclose all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Disclose the 
r e s i d e n t 
r e g i s t r a t i o n 
number for the 
purpose of this 
application only

공개

신청

사유

Reaso
ns for 
disclo
sure

□ 1.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 1.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the subject of the application is 
accurately recorded.

□ 2.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 2. The applicant is either the subject of the application or his/her parent, 
adoptive parents, spouse, child, or agents

□ 3. 가족관계등록관서 출석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

□ 3. The submitting person who appears before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y Office is making a request for litigation purposes.

□ 4. 공무원 등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한 경우

□ 4. For official use by a government official.

※ 수수료
※ Fees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1통당 1,000원, 제적초본 1통당 500원
① KRW 1,000 for each copy of a certificate of registered items or a full record of the abolished Family 

Census Register; KRW 500 for each copy of a simplified record of the Family Census Register
② 신고서류 열람·증명(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수리·불수리 증명 등), 제적부 열람 1건당

200원
② KRW 200 for each reading or certificate of report documents (Certificate of the contents on report 

documents, Certificate of Acceptance or Non-Acceptance of Report, etc.) or each reading of the 
abolished Family Census Register

③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③ Fee waiver, if applicable
청구사유

Reason for 
Request
소명자료

Supporting 
documents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

Agreement on transmission of information to issue a 
certificate for an Apostille request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합니다 □
I agree to transmit the information to issue a certificate □

신 청 인

Applicant

성명

Name
(인) 또는 서명

(Seal) or signature

생년월

일

Date of 
birth

    .  .  .
    .  .  .

신청인자격

Applicant 
qualification

의

of 

주소

Addre
ss

휴대전화번호

Mobile
전화번호

Tele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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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Receipt No.
20    년 월 일

20   .   .   .
                                            ○○시(구)·읍·면장 귀하

To the Head of ○○Si(Gu)ㆍEupㆍMyeon Office
------------절취선------------
------------cut------------

접 수 증

Receipt
접수일자:  20   .    .    .      신청인 성명:
Date of receipt:  20   .    .    .      Applicant name:

접수번호:                   납부수수료액:
Receipt No.:                   Fees submitted: 
열람·교부예정시간:                                 ○○시(구)·읍·면장 (인)
Expected time for reading certificate:             Head of the ○○Si(Gu)ㆍEupㆍMyeon Office (Seal)

※ 법 제117조 3호: 제14조 제1항·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

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

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발급대상이 아

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Article 117 (3) of the Law: Any unauthorized person who is reported to be inspecting the documents, or is in receipt of 

certificates related to matters recorded in the documents or records on the Register, and thereby infringes Article 14 (1) and (2), 
and Article 42, may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KRW 10,000,000. Any 
person who intentionally issues a copy of the certificate to an unauthorized person, and thereby infringes article 11 (6) of the 
Law may also be subject to the same punishment. 

※ 발급관서가 “시”인 경우에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 When the issuance office is identified as “Si”, it refers to a city which does not have districts, ‘Gu.’

작 성 방 법

How to complete the form
(뒤 쪽)

(Reverse Side)

※공동상속처럼 신청대상이 수인일 때 신청대상자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기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와 별지를 간인(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If the person concerned is more than one individual as in the case of a joint inheritance, you may make use of an appendix by 

indicating “see the appendix” in the ‘Person concerned’ box. In this case, please make sure that the seal or signature of the 
applicant is included in the adjoining pages of both the application form and the appendix.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
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아래 5.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Please make sure you accurately provide the name and place of registr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If the applicant is the person 
concerned, his/her spouse, lineal relative, or agent, or in the case of item number 5 below, an application can be lodged with the 
person concerned’s name and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However, in the case where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post, 
his/her place of registration should be recorded.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If you want to confirm the arrangements that are currently in effect for parentage/guardianship, you must apply for a special 

certificate.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으로

서,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증받습니다.
※ An Apostille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declares that a certificate issued by a designated authority in a country is deemed 

to be an official certificate in other countries listed on the agreement, without having to be certified or notarized by foreign 
embassies or consulates in Korea.

※수수료 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Fee Waiver (Article 28 (4) of the Rules of Family Registration)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When requested by a national or a local autonomous government employee as required for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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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② When requested by an eligible person who receives assistance under Article 2 (2)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③ When requested by an eligible person who has a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designation pursuant to Article 6 of the 「Act for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or his/her survivor (a person with prior rights only).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

는 경우

④ When requested by an eligible person who has a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designation pursuant to Article 6 of the 「Act for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with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or his/her survivor (a person with prior rights 
only).

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⑤ When requested by an eligible person who is identified as a defoliant victim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Act for Support of Patients with 

Potential Sequela arising from Defoliant」.
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⑥ When requested by an eligible person who served during war pursuant to Article 5 of the 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by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during War」.
⑦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

는 경우

⑦ When requested by an eligible person pursuant to Article 7 of the 「Act for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the May 18th Uprising for Democracy」, or his/her survivor (a person with prior rights only).

⑧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⑧ When requested by an eligible person engaged in special military missions pursuant to Article 3 (3) of the 「Act for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during Special Military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or his/her 
survivor (a person with prior rights only).

⑨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⑨ For a first-time issuance of a basic birth certificate to the subject of the certificate within 2 weeks from the date of the birth registration.
⑩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⑩ When fees are waived by other regulations.

1.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

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

록증 등)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If the person concerned applies in person, an application form does not need to be filled in, but if an agent or proxy applies on 

behalf of the person concerned, he/she should submit a power of attorney signed or sealed by the person concerned and a copy of 
the ID (e.g. resident registration card, driver's license, passport, public official ID card, alien registration card, domestic residence 
card,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foreign national identification, disability card with current addres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However, in the case where supporting documents are submitted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n agent or a 
proxy may request for an issuance of certificates without the person concerned’s power of attorney.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Where a certificate is requested by a national or a local autonomous entity for the purposes of public duty, or the request is based on legal 

grounds.
②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② Where a certificate is required for litigation, non-litigation, civil execution or preservation.
③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③ Where the submission of a certificate is required as one’s identification by other laws and regulations.
④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④ Legal representative of Civil Act (guardian, executor of a will, inheritance property custodian, absentee’s property custodian). 
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⑤ Where it is required to verify the range of successors in relation to the inheritance of property rights, such as claims and obligations.
⑥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⑥ Where it is required in order to determine eligibility for the receipt of insurance or a pension.
⑦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Where it is required to verify the successor(s) of a landlord of land property pursuant to the 「Act for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 청구사유란 및 신청인의 자격란은 구체적으로 아래 예와 같이 기재하며,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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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The reasons for a request and the applicant qualification columns should be filled out specifically as indicated in the following 

example. If the applicant field is left blank, or if the reasons for a request field is not filled out or is filled out with a false 
statement, a copy of the certificate for each registration will not be granted and abolished Family Census Register cannot be 
issued and a reading of the abolished Register is not allowed.

 예) 청구사유 : 가사소송관련(○○○의 ○○사건)법원제출용
 e.g.) Reasons for request: to be submitted to the court in relation to family litigation (○○ case of ○○○)

신청인의 자격 : 본인의 부, ○○○의 대리인.
Applicant qualification: Father of the person in question, Agent of ○○○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신고서류의 열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If one of the following items is applicable, it is possible to request a full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including inspection of the 

documents reported).
ⓛ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Where a person of legal age requests his/her full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한 때
② Where the birth parents or foster parents of an affiliate child request a full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of the affiliate child, if the affiliate 

child is a person of legal age is indicated.
③ 혼인당사자가「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③ Where a party of marriage seeks the verification of relative relations pursuant to Article 809 of the 「Civil Act」.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④ Where courts submit a request for fact-checking, or an investigation agency makes a written reques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5) of the 
Rules.

⑤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⑤ Where an adoption is canceled pursuant to Article 908-4 of the 「Civil Act」 or an adoption is dissolved pursuant to Article 908-5 of the 

「Civil Act」.
⑥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⑥ Where an adoption is canceled pursuant to Article 16 of the 「Act for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or an adoption is dissolved 

pursuant to Article 17 of the Act.
⑦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할 때

⑦ Where the foster parents of an affiliate child specifically explain the reason as to why a full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is required for the 
welfare of the affiliate child.

⑧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⑧ Where a full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is required for legal processes, such as litigation, non-litigation, civil execution, or preservation.
⑨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⑨ Where the certificate is required to verify the range of successors in relation to the inheritance of property rights, such as a claim and 
obligation.

⑩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⑩ Where the full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of a successor of a person who died without completing the Family Register is required.
⑪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해당법령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⑪ Where the full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of an affiliate child is requested by the affiliate child’s birth parents or foster parents in order to 
explain legal relation, if corresponding laws and regulations, together with specific supporting documents, and reasons as to why it is required 
are provided. 

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 신청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 If one of the following items is applicable, indicate whether or not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hould be disclosed and the 

reasons thereof in the Disclosur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olumn. Otherwis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not 
required. 
①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하는 경우

① Where an applicant who appears at an office in the Si(gu)·Eup·Myeon·Dong, requests a certificate for an objective of the application, and 
accurately provides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the objective.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② Where an applicant is his/her own self, his/her parent(s), foster parent(s), spouse, or child. 
③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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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③ Where an applicant who appears at an office in the Si(gu)·Eup·Myeon·Dong, requests a certificate while attaching supporting materials (e.g. 
court document, revision order, etc.) to explain that the certificate is required for legal processes, such as litigation, non-litigation, civil 
execution, preservation, etc.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④ Where a public officer at a national or local autonomous entity (includes employees of business entities pursuant to Article 8 of the Act for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requests a certificate while attaching supporting materials (e.g. 
official documents, written verdict, etc.) to explain that the certificate is required for public purposes. 

4.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

개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4. Notwithstanding 3 above, if one of the following items is applicable, the disclosure of the last 6 digits of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hall not be restricted.
①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 제적부 등

① Abolished Family Census Register in electronic image prescribed in Article 3 of the previous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Regulation for 「Enforcement of Family Registration Law」 (Oct. 18, 2004)

② 종전「호적법」에 따른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② Abolished Family Census Register in the old print form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Family Registration Law」.
5. 아래의 경우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

분증사본을 첨부하면 제적 등의 열람 및 등⋅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When an applicant appears at an office in the Si(gu)·Eup·Myeon·Dong, and fills out the name and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the person concerned for the application, it is possible for the applicant to request an issuance 
of certificates of Family Census Register and the Abolished Family Census Register records, both full and simplified 
versions of records and their reading in the following:
- 위 제1.의 ⓛ, ②, ③, ④, ⑥, ⑦ 및 제2의 ⑧, ⑨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 등 법령으로 정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때 및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하는 때

- Where a request is made in accordance with items ⓛ, ②, ③, ④, ⑥, ⑦ of above paragraph 1, and ⑧, ⑨ of above 
paragraph 2, if supporting documents as defined by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a revision order by the courts, are submitted; 
or if a successor makes a request in order to verify an inheritance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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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생 신 고 서

Birth Registration
(        년 월 일)

(    Day    Month    Year)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Please refer to the instructions found on the back of this 
form and mark ‘circle(○)’ where applicable.

①
출생

자

① 
Person

of 
birth

(Child)

성

명

Na
me

*한글
*Korean

(성)    / (명)
(Surname)      / (First 
name)

본

Place of 
family 
origin
(한자) 

(Chinese 
characters)

         *성별
*Sex

남


Male
여


Female

*혼인중의 출생자

*Birth in wedlock
*혼인외의 출생자

*Birth out of wedlock
한자

Chinese
characters

(성)    / (명)
(Surname)      / (First 
name)

*출생일시
*Date of birth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Hour   Minute   Day   Month   Year
(Please enter in 24-hour time format based on the local time of the birthplace)

*출생장소
*Place of 

birth

자택 병원 기타
Home Hospital
Other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Place of registration determined 
by parents

*주소
*Address

 

세대주 및 관계

Head of the 
household and 
relationship

의

of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Indicate whether or not the child has multiple citizenships, and the 
nationality obtained, if applicable

②
부모

②
Parent

(s)

부

Fat
her

성명

Name
          (한자:            )
(Chinese characters:        )

본(한자)
Place of 
family 
origin

(Chinese 
characters)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모

Mo
the
r

성명

Name
          (한자:            )
(Chinese characters:        )

본(한자)
Place of 
family 
origin

(Chinese 
characters)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부의 등록기준지

*Father’s place of 
registration

*모의 등록기준지

*Mother’s place of 
registration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요□
When registering your marriage, did you submit an agreement certifying that your child would adopt the mother’s 

[양식 제1호]
[Form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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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name and place of family origin? Yes□No□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③ Indicate below if you are registering the birth again after the Family Register was closed due to a court judgment 
on the non-existence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Details of the closed Family 
Register

성 명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등록기준지

Place of 
registration

 ④기타사항
 ④Remarks

⑤신
고인

⑤
Report

er

*성 명

*Name
(인) 또는 서명

(Seal) or signatur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자 격

*Relations
hip

 부 모 동거친족 기타(자격:                         )
 Father  Mother  Cohabitating relative  Other (Eligibility:               )

주 소

Address

*전 화

*Telephone

 이메일
 E - m a i l 
address

 ⑥ 제출인
 ⑥ Submitting 
person

성 명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인구동향조사

Population Census
㉮ 최종
졸업학교

ⓐ Final 
level of 

education 
attained

부

Father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Non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University   Graduate school

모

Mother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Non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University   Graduate school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

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

고 있는 자료입니다.
※ Falsifying one’s signature or seal to present a false application, or submitting a false application resulting in incorrect information being recorded 

in the Family Register may result in prosecution pursuant to criminal law. Information marked with a * is also collected by Statistics Korea 
to create national statistical data.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he following census questionnaire is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2 of the 「Statistics Act」. Applicants 
are to respond to the questionnair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2 and 33 of the 「Statistics Act」. The personal privacy of applicants is strictly 
protected. Please fill out the questionnaire correctly.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Any attached documents, as well as the nationality of the parents of the person named on the birth certificate are also collected by Statistics Korea 

in order to create national statistical data.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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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접수

Receipt by
[Eup office, Myeon office or 

Dong community center]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Transmitted to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department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Receipt and processing by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department

*주민등록번호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년 월 일(인)

20  .   .   . (seal)

작 성 방 법

How to complete the form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Place of registration: if foreigner, provide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

합니다.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foreigner, provide the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or 
birth date). 
①란: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Column ①: Chinese characters of the name of the person who will be listed on the birth certificate should be used within the 

character limit set out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the number of letters in the first name should not exceed 
five(excluding the surname). The Chinese characters that are approved for names can be found at the Supreme Court’s 
electronic civil center.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Indicate the time of birth based on the 24-hour time format. (e.g.: Use 14:30 for 2:30 pm)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

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If a Korean nationality child was born in a foreign country, indicate the local time of birth by referencing A.D. and the solar 
calendar. If the child was born in a foreign country where daylight savings time was applied at the time of birth, indicate 
“daylight savings time applied” beside the time of birth.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If the child has acquired multiple citizenships, indicate this fact together with foreign nationality
:출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It is acceptable for applicant(s) to indicate the lowest level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e. “Dong” under Si or Gu, or “li” 
under Eup or Myeon) or the street name without the street number.

②란: 부(父)에 관한 사항-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

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Column ②: Father – Leave this field blank if the mother reports the birth of a child born out of wedlock; or type “undefined” in 

this field if the mother reports the birth of a child, but divorced and remarried within 100 days from her previous marriage, 
gave birth 200 day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marriage and within 300 days after the immediate previous marriage.

③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

재합니다.
Column ③:Only applicable if the birth certificate application is re-submitted after the Family Register has been closed as a result of  

a court judgment on the non-existence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 denial of paternity, or other reasons.
④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Column ④: Indicate the following items as well as other necessary matters to clarify the recordation of the Family Register.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모 사망, 
행방불명 등)

※The following is for office use only.



〈영어〉                                                                            〔참고용〕
- Where a birth certificat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a junior applicant with a duty to report: justifiable reasons as to why 

a prior applicant (i.e. parents) failed to report (e.g.: death or disappearance of parents, etc.) 
-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The fact that an unborn child was recognized and an office where the recognition of the unborn child was reported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If a child was born outside of Korea: convert the date and time of birth when the child was born to Korean time and 
indicate the same. Indicate if daylight savings time was applied to the local time at birth.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

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 If the birth certificate of a child using the father’s last name was registered in a foreign country but a Korean birth 

certificate is being applied for to use a Korean name: provide the foreign name registered abroad.
⑥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Column ⑥:Fill out the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the submitting person (only if the person is not one of the 

reporters).[Receptionist official contrasts with ID card]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The following census questionnaire is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2 of the 「Statistics Ac
t」. 
㉮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

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Column ⓐ: Indicate the level of formal education completion a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Mark ‘circle(○)’ in 

front of the corresponding education level that you have completed, including if you are currently attending school or have 
dropped courses.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Example> attending (or dropped) 3rd year university: mark ‘circle(○)’ the  High school box. 

첨 부 서 류

Attachments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1. One copy of a birth certificate (one of the following)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Birth certificate authored by a doctor or a midwife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

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A written form for the birth of the child (Appendix form No. 501 to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 Procedure), together 

with material evidence regarding the mother provided by a person other than a doctor or a midwife, who was directly involved 
during the mother’s delivery.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A written letter certifying the birth of the child issued by a domestic or overseas authority (translation required for a letter 

written in a foreign language).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A certified copy of certificates issued by Family courts.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The following items 2 and 3 are not required if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department can verify the contents 
electronically.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2. A copy of a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of either one of parents of the child for which the birth certificate is being applied for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If reporting a child out of wedlock, a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for the mother must be attached.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

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 If the mother of the child does not have a Family Register, or if it is not clear whether the mother of the child is registered to 

the Family Register, a written letter must be attached to certify that the mother is not a married woman, together with affidavits 
written by 2 or more people confirming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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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
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3. A copy of written evidence confirming that the mother held Korean nationality at the time of giving birth. (e.g. mother’s 
identification certificate) (only applicable when applying for a birth certificate for a child who was born to a Korean mother and 
a foreign father after June 14, 1998)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

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
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4. If there is no Family Register or if it is not clear whether there was a Family Register for the father or the mother while both are 
Korean citizens when the child was born: a copy of an official certificate issued by a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specify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father or the mother, such as name, date of birth, etc. (e.g. passport, transcript of resident 
registration, other applicable certificates)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5. If a child acquires multiple nationalities: a copy of materials explaining this fact is required.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6. Identification [pursuant to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 Procedure No. 443]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When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reporters: IDs of both reporters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When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a submitting person: ID of the submitting person and copies of IDs of both reporters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When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mail: copies of IDs of both reporters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If a reporter is an adult guardian, the document listed in 6 as well as written evidence for the adult guardianship should be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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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인 신 고 서

Marriage Registration
(      년 월 일)

(    Day    Month    Year)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
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Please refer to the instructions found on the back of this 
form and mark ‘circle(○)’ where applicable.

구 분

Section
남 편(부)

Husband
아 내(처)

Wife

①
혼

인

당

사

자

(신
고인)

①
Mar
ryin

g 
part
ies(
Repo
rters)

성명

Name

 한글
Korean

 *(성)         / (명)

 *(Surname)      / (First name)
(인) 또는 서명

(Seal) or signature

*(성)         / (명)

*(Surname)      / (First name)
(인) 또는 서명

(Seal) or signature 한자
Chinese 

characters

(성)         / (명)
(Surname)      / (First name)

(성)           / (명)
(Surname)      / (First name)

본(한자)
Place of family 
origin (Chinese 

characters)

전화

Telephone

본(한자)
Place of 
family 
origin 

(Chinese 
characters)

전화

Teleph
one

출생연월일

Date of birth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
-

*등록기준지
*Place of 

registration
*주소

*Address

②
부

모

(양
부모)

②
Pare
nt(s)
(Ado
ptive 
pare
nts)

부 성명

Father’s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
-

등록기준지

Place of 
registration
모 성명

Mother’s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
-

[양식 제10호]
[Form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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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Place of 
registration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③Date of marriage established by 
foreign system

년 월 일

   Day   Month   Year

④성·본의 협의

④Agreement on 
surname and place of 
family origin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요□
When registering your marriage, did you submit an agreement certifying that your 
child would adopt the mother’s surname and place of family origin? Yes□No□

⑤근친혼 여부
⑤Consanguineous 
marriage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요□
Are you in a third cousin relationship by blood or closer?    Yes□No□

⑥기타사항
⑥Remarks

⑦증인
⑦

Witness
(es)

성 명

Name
(인) 또는 서명

(Seal) or signatur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주 소

Address

성 명

Name
(인) 또는 서명

(Seal) or signatur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주 소

Address

⑧동의
자

⑧
Consent
ed by

남

편

Hu
sba
nd

부

Fat
her

성명

Name
(인) 또는 서명

(Seal) or signature

후견인

Guardian(s)

성명

Name
(인) 또는 서명

(Seal) or signature

모

Mo
ther

성명

Name
(인) 또는 서명

(Seal) or signatur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아

내

Wi
fe

부

Fat
her

성명

Name
(인) 또는 서명

(Seal) or signature
성명

Name
(인) 또는 서명

(Seal) or signature

모

Mo
ther

성명

Name
(인) 또는 서명

(Seal) or signatur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⑨신고인 출석여부
⑨Appearance of 
reporter(s)

 남편(부)             아내(처)
 Husband             Wife

⑩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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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S u b m i t t i n g 
person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인구동향조사

Population Census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 Date of marriage
년 월 일부터 동거

Living together since (   Day/   Month/   Year)
㉯ 혼인종
류

ⓑ Type of
marriage

남편

Husba
nd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First marriage
Remarried after death of spouse
Remarried after divorce

아내

Wife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First marriage
Remarried after death of spouse
Remarried after divorce

㉰ 최종 졸
업학교

ⓒ Final 
level of 
education 
attained

남편

(부)
Husba

nd

학력 없음
None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아내

(처)
Wife

학력 없음
None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고등학교
High school

대학(교)College/Univ
ersity

대학원 이상
Graduate 
school

고등학교
High school

대학(교)College/Unive
rsity

대학원 이상

Graduate 
school

㉱ 직업
ⓓ
Occupation

남편

(부)
Husba

nd

관리직
Administrative

전문직
Professional 

아내

(처)
Wife

관리직
Administrative

전문직
Professional 

사무직
Office 

서비스직
Service 

사무직
Office 

서비스직
Service 

판매직
Sales 

농림어업
Agricultural, forestry, 
fishery 

판매직
Sales 

농림어업
Agricultural, forestry, 
fishery 

기능직
Technical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Equipment or 
machine 
operation/assembly

기능직
Technical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Equipment or machine 
operation/assembly

단순노무직
Simple labor services

군인
Military

단순노무직
Simple labor services

군인
Military

학생·가사·무직
Student, housekeeping, 
unemployed

학생·가사·무직
Student, housekeeping, 
unemployed

작 성 방 법

How to complete the form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Place of registration: if foreigner, provide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

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

고 있는 자료입니다.
※ Falsifying one’s signature or seal to present a false application, or submitting a false application resulting in incorrect information being recorded 

in the Family Register may result in prosecution pursuant to criminal law. Information marked with a * is also collected by Statistics Korea 
to create national statistical data.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he following census questionnaire is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2 of the 「Statistics Act」. Applicants 
are to respond to the questionnair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2 and 33 of the 「Statistics Act」. The personal privacy of applicants is strictly 
protected. Please fill out the questionnaire correctly.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과 혼인종류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Any attached documents, as well as the nationality of the marriage license applicants and the type of marriage data are also collected by Statistics 

Korea in order to create national statist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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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foreigner, provide the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or 
birth date).

※①, ②란 및 ⑤, 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 ④, ⑥, 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Column nos. ①, ②, ⑤, and ⑦ must be completed by all reporters. Other columns (column nos. ③, ④, ⑥ and ⑧) must 

be completed only if applicable.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 A resident registration relocation report should be lodged separately from this report of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②란: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Column ②:If a marriage license applicant was adopted, provide the information of the applicant’s adoptive parents.
③란: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Column ③:If evidence of marriage certificate by foreign system is submitted, provide the date of marriage established by the 

foreign system.
④란: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

실을 표시합니다.
Column ④:If applicable, indicate when there is agreement for the children of the marriage to adopt the mother’s surname and place 

of family origi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81 (1) of 「Civil Act」.
⑤란: 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Column ⑤:Indicate whether or not the marriage license applicants are related to one another (i.e. within third cousins of one 

another, which includes their cognates before adoption, if applic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09 (1) of 「Civil Act」.
⑥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Column ⑥:Fill out any necessary information required to clarify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 records in the Family Register, 

including the following: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

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When an application for a marriage license is required following a judgment in order to confirm the existence of a 
common-law partnership (it is possible for the party who commenced the lawsuit to apply for a marriage certificate if both 
parties are alive), indicate the court and date of the judgment.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 If acquiring children as a result of marriage between the applicants, indicate the name(s) and place of registration(s) of the 

children.
⑦란: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Column ⑦: Witness must be a person of legal age.
⑧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Column ⑧: In case of marriage of a minor or marriage of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including incompetency until June 30, 

2018), this column must be completed to provide consent for the marriage.
⑩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Column ⑩: Fill out the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the submitting person (only if the person is not one of the 

reporters).[Receptionist official contrasts with ID card]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The following census questionnaire is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2 of the 「Statistics Act」.
㉮란: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Column ⓐ: Indicate the first date of cohabitation, not the date of marriage.
㉰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

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Column ⓒ: Indicate the level of formal education completion a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Mark ‘circle(○)’ in 
front of the corresponding education level that you have completed, including if you are currently attending school or have 
dropped courses. <Example> attending (or dropped) 3rd year university: mark ‘circle(○)’ the  High school box.

㉱란: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Column ⓓ: Indicate the main occupation at the time of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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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 (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administrative: planning, supervising or controlling policies and activities at a government office, corporation, group or its department 

(higher position within a public or private entity, etc.)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 (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Professional and related workers: conducting technical tasks with specialized knowledge (science, medical, welfare, education, religion, legal, 

financial, art, sports, etc.)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Office workers: assisting managers, professionals and related workers (administration, management, insurance, auditing, consultation and 

guidance, statistical analysis, etc.)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Service workers: performing work related to public safety, protective custody, personal care, medical assistance, beauty treatment, marriage 

and funeral services, transportation, leisure, cooking, etc.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 (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Sales workers: selling goods/services (online, offline store, public places, etc.) through sales activities, and advertising, promoting or 

calculating the prices of goods, etc.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Agricultural, forestry, or fishery-skilled workers: cultivating/harvesting crops, breeding animals, farming/developing forests, 

fostering/culturing aquatic plants/animals, etc.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가공
 Technical and related workers: installing and maintaining machinery equipment, or processing products using manual tools or by hand, in the 

mining, manufacturing or constructing industries.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생산·조립, 산업용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Equipment or machine operation/assembly: producing/assembling products by operating machines, operating industrial machines/equipment, 

driving transportation equipment, etc.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Simple labor service workers: conducting routine and physical labor work which mainly requires the use of simple manual tools
 군인: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Military: one who is currently on army service duty (excludes a person belonging to a local reserve troop or a person who is hired by a private 

company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Student, housekeeping, unemployed: a person who is currently attending an educational institute and is mainly dedicated to study at the 

institute, a housewife, or one who is unemployed

첨 부 서 류

Attachments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The following item 1 is not required if the content can be identified electronically by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department.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One copy of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and family relation certificate of the Family Register of the 

marriage license applicants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

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2. Marriage consent form [in the case of marriage of a minor or marriage of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including 

incompetency until June 30, 2018), except when the consent column on the application form is filled out and sealed or signed], 
together with a written certificate for evidence as an adult guardian (only applicable when the adult guardian consents to the 
marriage of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
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3. One certified copy of confirmation [in case of mediation or settlement, a copy of each mediation (settlement) report and 
conveyance certificate] from judgment if the marriage license is being applied for as a result of judgment in order to prove the 
existence of a common-law partnership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4. If a notification of marriage is based o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Marriage Registration: a certified copy of the text 

of the judgment and the affirmation certificate are required.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5. In case of a foreign applicant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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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Married by Korean system: one original certificate of marriage of the foreigner (non-married certificate required for a Chinese 
applicant) and a copy of the written evidence of nationality of the foreigner (passport or foreigner registration certificate)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
부.

- Married by foreign system: one certified copy of the marriage license and written evidence of nationality (passport or 
foreigner registration certificate)

6.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

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6. An agreement (Appendix form 1 to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 Procedure No. 414) between the marriage license 

applicants which evidences both parties agreeing to the children of the marriage assuming the mother’s surname and place of 
family origi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81 (1) of 「Civil Act」, if applicable.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7. Identification [pursuant to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 Procedure No. 443]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① Normal marriage notification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When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reporters: IDs of both reporters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

한 경우 인감증명)
- When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a submitting person while the reporters are not appearing: ID of the a submitting 

person and IDs or certification of the IDs or certified copies of seal certifications of both reporters, where applicable (i.e. 
certification of IDs is required if the reporters sign the application form without submitting their ID certifications; certified 
copies of seal certifications are required if the reporters seal the application form without submitting their ID certifications)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

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When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mail: certification of IDs or certified copies of seal certifications of both reporters, 

where applicable (i.e. certification of IDs is required if the reporters sign the application form; certified copies of seal 
certifications are required if the reporters seal the application form)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② Marriage notification by report (based on a certified copy of certificates)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When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reporters: IDs of both reporters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When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a submitting person: ID of the submitting person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When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mail: copies of IDs of both reporters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If a reporter is an adult guardian, the document listed in 7.② as well as written evidence for the adult guardianship should be 

submitted.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

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If the marriage license application is being submitted as a result of a judgment for a common-law partnership, the ID of the 

reporter who submits the application (the party who filed the lawsuit to confirm the existence of a common-law partnership) 
may be substituted to determine the ID of the other party who does not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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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Divorce Registration

(Designation of parental authority)
(        년 월 일)
(      Day   Month   Year)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Please refer to the instructions found on the back of 
this form and mark ‘circle(○)’ where applicable.

구 분

Section
남 편(부)

Husband
아 내(처)

Wife

①이혼
당사자

(신고인)
①

Divorci
ng 

parties(
Reporte

rs)

성 명

Name

한글

Korean
  * (성)         / (명)
* (Surname)     / (First name) (인) 또는 서명

(Seal) or 
signature

  * (성)         / (명)
* (Surname)     / (First name) (인) 또는 서명

(Seal) or 
signature

한자

Chinese 
characters

(성)         / (명)
(Surname)     / (First name)

(성)         / (명)
(Surname)     / (First name)

본(한자)
Place of family 
origin (Chinese 

characters)

전화

Telephone

본(한자)
Place of 

family origin 
(Chinese 

characters)

전화

Telephone

*주민등록번호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
-

출생연월일

Date of birth
*등록기준지
* Place of 
registration

*주 소

*Address

②부모
(양부모)

②
Parent(s) 
(Adopti

ve 
parents)

부(양부)성명
Father(or foster 
father)’s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
-

모(양모)성명
Mother(or foster 
mother)’s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
-

③기 타 사 항

③Remarks

④재판확정일자
(                   )
④Decision date by courts
(                   )

년 월 일

   Day   Month   Year

법원명

Court 
name

                      법원
Court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In case of divorce by agreement, the following parentage fields must be filled out after the intention to divorce by agreement 

is verified by the courts. 

[양식 제11호]
[Form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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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친
권자

지정

⑤
Desi
gnati
o n 
a n d 
Chan
ge of 
P e r s
o n 
Havi
n g 
Pare
n t a l 
Auth
ority

미성년인 자의 성명

Name of minor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
-

친권자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부모
부모
Father
Mother
Parent(s)

효력발생일

Effective 
date

년 월 일

Day  Month  Year
부모
부모
Father
Mother
Parent(s)

효력발생일

Effective date
년 월 일

Day  Month  Year

원인

Reason

 협의  재판
 Agreement
 Judgment

원인

Reason

 협의  재판
 Agreement
 Judgment

미성년인 자의 성명

Name of minor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
-

친권자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부모
부모
Father
Mother
Parent(s)

효력발생일

Effective 
date

년 월 일

Day  Month  Year
부모
부모
Father
Mother
Parent(s)

효력발생일

Effective date
년 월 일

Day  Month  Year

원인

Reason

 협의  재판
 Agreement
 Judgment

원인

Reason

 협의  재판
 Agreement
 Judgment

⑥신고인 출석여부
⑥Appearance of reporter(s)

 남편(부)                   아내(처)
 Husband                   Wife

⑦제출인
⑦Submit t in g 
person 

성 명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

인구동향조사

Population Census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First date of marriage: 
년 월 일부터

since    Day/   Month/   Year ㉰19세 미만 자녀 수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19
명

# of children:㉯실제 이혼 연월일
ⓑFirst date of divorce: 

년 월 일부터

since    Day/   Month/   Year
㉱최종 졸

업학교

ⓓ Final 
level of 
educat ion 
attained

남편

(부)
Husba

nd

학력 없음
None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아내

(처)
Wife

학력 없음
None 

초등학교
Ele men ta r y 
school 

중학교
M i d d l e 
school 

고등학교
High school 

대학(교)College/
University

대학원 이상Graduate 
school

고등학교
High school 

대학(교)College/
University

대학원 이상Graduate 
school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

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

고 있는 자료입니다.
※ Falsifying one’s signature or seal to present a false application, or submitting a false application resulting in incorrect information being recorded 

in the Family Register may result in prosecution pursuant to criminal law. Information marked with a * is also collected by Statistics Korea 
to create national statistical data.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he following census questionnaire is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2 of the 「Statistics Act」. Applicants are 
to respond to the questionnair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2 and 33 of the 「Statistics Act」. The personal privacy of applicants is strictly 
protected. Please fill out the questionnaire correctly.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Any attached documents, as well as the nationality of divorce applicants are also collected by Statistics Korea in order to create national statist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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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Occupation

남편

(부)
Husba

nd

관리직
Administrative 

전문직
Professional 

아내

(처)
Wife

관리직
Administrative 

전문직
Professional 

사무직
Office 

서비스직
Service 

사무직
Office 

서비스직
Service 

판매직
Sales 

농림어업
Agricultural, forestry, 
fishery 

판매직
Sales 

농림어업
Agricultural, forestry, 
fishery 

기능직
Technical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Equipment or machine 
operation/assembly 

기능직
Technical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Equipment or machine 
operation/assembly 

단순노무직
Simple labor services

군인
Military 

단순노무직
Simple labor services

군인
Military 

학생·가사·무직
Student,
housekeeping, 
unemployed

학생·가사·무직
Student,
h o u s e k e e p i n g , 
unemployed

작 성 방 법

How to complete the form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Place of registration: if foreigner, provide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foreigner, provide the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or birth date).
①란: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Column ①: For divorce by agreement, both parties must sign (or name and seal), whereas for divorce by judgment, one party may sign (or name 

and seal) in order to report the divorce.
②란: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

을 기재합니다.
Column ②: If the parent(s) of the applicant for divorce notification does not have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rovide a place of registration 

(legal domicile). If the applicant for divorce notification was adopted, provid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his/her adoptive parents. If the 
parent(s) of the applicant for divorce notification is a foreigner, provide the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or date of birth) and nationality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ield. 

③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Column ③: Fill out any necessary information required to clarify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 records in the Family Register, including the 

following: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If the identification of a person may change due to the reported divorce: the name, date of birth, place of registration, and the reason of 
change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person must be provided.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

월일

- If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includes incompetency until June 30, 2018) becomes divorced by agreement: the name, signature (or 
seal), and date of birth of the person providing the consent must be indicated. 

④란: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Column ④: Only applicable for a divorce judgment (settlement, mediation). Skip this column if a divorce by agreement is sought.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
일을 기재합니다.

: In the case of registering a divorce as a result of mediation, a decision in place of mediation, reconciliation or decision to recommend 
reconciliation, enter “mediation established,” “a final decision in place of mediation,” “reconciliation established,” or “decision to 
recommend reconciliation” in the blank round bracket under “Date of finalized judgment.” Provide the date of when the decision was 
finalized.

⑤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Column ⑤: Not applicable for an application of verification of the intention to divorce by agreement. The parentage fields must be filled out after 

verification of the intention to divorce by agreement is completed by the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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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 (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administrative: planning, supervising or controlling policies and activities at a government office, corporation, group or its department 

(higher position within a public or private entity, etc.)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 (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Professional and related workers: conducting technical tasks with specialized knowledge (science, medical, welfare, education, religion, 

legal, financial, art, sports, etc.)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Office workers: assisting managers, professionals and related workers (administration, management, insurance, auditing, consultation 

and guidance, statistical analysis, etc.)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Service workers: performing work related to public safety, protective custody, personal care, medical assistance, beauty treatment, 

marriage and funeral services, transportation, leisure, cooking, etc.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 (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Sales workers: selling goods/services (online, offline store, public places, etc.) through sales activities, and advertising, promoting or 

calculating the prices of goods, etc.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Agricultural, forestry, or fishery-skilled workers: cultivating/harvesting crops, breeding animals, farming/developing forests, 

fostering/culturing aquatic plants/animals, etc.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가공
 Technical and related workers: installing and maintaining machinery equipment, or processing products using manual tools or by hand, 

in the mining, manufacturing or constructing industries.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생산·조립, 산업용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Equipment or machine operation/assembly producing/assembling products by operating machines, operating industrial 

machines/equipment, driving transportation equipment, etc.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Simple labor service workers: conducting routine and physical labor work which mainly requires the use of simple manual tools
 군인: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Military: one who is currently on army service duty (excludes a person belonging to a local reserve troop or a person who is hired by a 

private company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Student, housekeeping, unemployed: a person who is currently attending an educational institute and is mainly dedicated to study at the 

institute, a housewife, or one who is unemployed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For the effective date, indicate the date of reporting the divorce if seeking a divorce by agreement, and the date of judgment by the courts if 
seeking a divorce by judgment.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영표
(○)’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Mark ‘circle(○)’ in front of “by agreement” if the divorce is determined by both concerned parties on consent, or “judicial” if the 
divorce is determined by the courts by its authority or upon application by the applicants. Written evidences must be attached.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

니다.
If there are 5 or more children, use an additional page and affix a seal on the joint of each page and attach thereto. If the wife concerned the 
application is pregnant, fill out the declaration of parentage fields at the time of birth registration.

⑥란: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Column 6: Mark ‘circle (○)’ the corresponding number of reporter(s) who appear. 
⑦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

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Column 7: Fill out the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the submitting person (only if the person is not one of the 

reporters).[Receptionist official contrasts with ID card]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The following census questionnaire is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2 of the 「Statistics Act」.
㉮란, ㉯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

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Columns ⓐ, ⓑ:Indicate the actual date of marriage (cohabitation) and the actual date of divorce (separation) instead of the report date to the 

Family Register or the court decision date. 
㉱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

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Column ⓓ: Indicate the level of formal education completion a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Mark ‘circle(○)’ in front of the 

corresponding education level that you have completed, including if you are currently attending school or have dropped courses. <Example> 
attending (or dropped) 3rd year university: mark ‘circle(○)’ the  High school box. 

㉲란: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Column ⓔ: Indicate the main occupation at the time of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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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Attachments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1. Divorce by agreement: One certified copy of affirmation of the intention to divorce by agreement
2.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2. Divorce by judgment: One certified copy of the judgment and affirmation certificates (in case of mediation or settlement, a certified copy of the 

report and the service certificate).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3. Divorce by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vorce by judgment of a foreign court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Text of divorce judgment or a certified copy thereof and a certificate of affirmation of the judgment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

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If a defendant lost a case and is of Korean nationality, attach a copy of written evidence that the defendant was served with a writ of summons 

or an order to commence litigation, instead of service by publication, or evidence that the defendant was in contestation without being served 
with a writ of summons or an order. (Only applicable where this point is not clear in the judgment).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A translation of each document listed above.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The following item 4 is not required if the content can be identified electronically by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department.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A copy of each applicant’s family relation certificate on the Family Register, and marriage certificate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5. In case of a foreign applicant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Divorce by Korean system: if both parties in the case are foreigners, attach copies of written evidence of nationality (passports or foreigner 

registration certificates)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Divorce by foreign system: a certified copy of divorce certificates and written evidence of nationality (passports or foreigner registration 

certificates)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6. Supporting documents for declaration of parentage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In case of divorce by agreement, a certified copy of the agreement on declaration of parentage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 In case of divorce by judgment, text of judgment and the affirmation certificate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7. Identification [pursuant to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procedure No. 443]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① Notification of divorce by judgment (including notification of divorce by a certified copy of certificates)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When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reporters: IDs of both reporters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When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a submitting person: ID of the submitting person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When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mail: copies of IDs of both reporters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If a reporter is an adult guardian, the document listed in 7. ① as well as written evidence for the adult guardianship should be submitted.

② 협의이혼신고
② Notification of divorce by agreement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When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reporters: ID of either one of the reporters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
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When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a submitting person while the reporters are not appearing: ID of the submitting person and ID or 
certification of the ID or a certified copy of seal certification of either one of the reporters, as applicable (i.e. certification of an ID is required if 
the reporters sign the application form without submitting their ID certifications; a certified copy of seal certification is required if the reporters 
seal the application form without submitting their ID certifications)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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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

- When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mail: certification of an ID or a certified copy of seal certification of either one of the reporters, as 
applicable (i.e. certification of an ID is required if the reporters sign the application form; a certified copy of seal 
certification is required if the reporters seal the application form)



본 안내서 내용 중 추가․수정․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영도구 민원봉사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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