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자신청 가이드북
Guidance on How to apply for
F type visa

KVAC Paris

2022

 비자 종류별 정보 / Visa type Information
F-4-11 재외동포 본인
F-4-11 Overseas Korean

90일 이상, 복수 입국만
Over 90 days, Multiple Entry ONLY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018년 5월 1일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2018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만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Declaring loss of Korean Nationality
국적상실 신고 관련

 국적상실 의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며,
국적상실신고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것을 사후에
호적에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국적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영사과) 또는 법무부(법무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호적관서나 국내 각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도 신고를 접수합니다.)
*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
!!! 단기 비자의 경우, 국적상실 접수증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하나 F4 비자는 국적상실 서류
없이는 비자 신청 불가 신청 불가 !!!

 F-4 신청 시 >> 한국어 능력 및 해외범죄경력 제출 면제 대상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
3.
4.
5.
6.
7.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60세 이상자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 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한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
3.
4.
5.
6.
7.
8.

60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 (형사 미성년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준용)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준용)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생략 대상자 포함) 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국내 출생 또는 14세 이전에 국내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기록이 없는 사람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 대상임.

 비자 종류별 정보 / Visa type Information
F-4-11 재외동포 본인
F-4-11 Overseas Korean

90일 이상, 복수 입국만
Over 90 days, Multiple Entry ONLY

 비자 + 서비스 수수료 / Visa + Service fee
Visa Fee (Mandatory)

Please check your visa fee HERE

Service Fee (Mandatory)

60.00 EURO

Return service (Optional)

10.00 EURO

 필수 제출 서류 / Mandatory document to be submitted
1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 사증발급신청서 (제17호 서식) e-signature not permitted/전자서명 불가

2

Passport with at least 6 months remainder validity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3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Please glue the photo on the Application For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3.5X4.5 cm 사진.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란에 풀로 부착.

4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3개월이내
- 제적등본발급 3개월이내
- 호적등본발급 3개월이내
- 폐쇄등록부발급 3개월이내
-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발급 6 개월 이내)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최근 5 년 이내 1 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 3 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모두 제출.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모든 해외범죄경력증명서(대한민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외)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7

국적상실 증명 서류

8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가능 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 (21 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 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 (TOPIK) 1 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9

Proof of Payment Receipt / 송금내역서

1
0

KVAC Waiver Courier / 우편 접수 시 책임면책서
Please clearly write down the address where you wish to have your passport sent back including C/O.
반드시 여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함 이름까지 기재)

1
1

KVAC Consent Form and Terms of Use / KVAC 이용 약관 동의서
On page 2,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please write Paris
2번째 장,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에는 Paris 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종류별 정보 / Visa type Information
F-4-12 재외동포 직계가족
F-4-12 Descendant of Overseas Korean

90일 이상, 복수 입국만
Over 90 days, Multiple Entry ONLY

 비자 + 서비스 수수료 / Visa + Service fee
Visa Fee (Mandatory)

Please check your visa fee HERE

Service Fee (Mandatory)

60.00 EURO

Return service (Optional)

10.00 EURO

 필수 제출 서류 / Mandatory document to be submitted
1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 사증발급신청서 (제17호 서식) e-signature not permitted/전자서명 불가

2

Passport with at least 6 months remainder validity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3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Please glue the photo on the Application For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3.5X4.5 cm 사진.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란에 풀로 부착.

직계존속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3개월이내
4 - 제적등본발급 3개월이내
- 호적등본발급 3개월이내
- 폐쇄등록부발급 3개월이내
-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6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7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발급 6 개월 이내)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최근 5 년 이내 1 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 3 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모두 제출.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모든 해외범죄경력증명서(대한민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외)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가능 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 (21 점 이상)
8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 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 (TOPIK) 1 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9

Proof of Payment Receipt / 송금내역서

1
0

KVAC Waiver Courier / 우편 접수 시 책임면책서
Please clearly write down the address where you wish to have your passport sent back including C/O.
반드시 여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함 이름까지 기재)

1
1

KVAC Consent Form and Terms of Use / KVAC 이용 약관 동의서
On page 2,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please write Paris
2번째 장,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에는 Paris 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종류별 정보 / Visa type Information
F-6 국민의 배우자
F-6 Spouse of a Korean National

(90 일, 단수 입국 비자)
Up to 90 days, Single Entry ONLY

 서류 준비 Q&A
 서류 준비 중, 제출이 불가한 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 불가한 이유를 A4 용지에 작성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서 제출에도 대사관에서는 심사 중 추가서류 및 인터뷰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지 여기에서 확인
 공동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온라인에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사진파일로 보내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 서류는 깨끗한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모든 한국에서 발행되는 서류는 국문 3 개월 이내 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조회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기본증명서(상세) 등)
 반드시 모든 서류는 발급 3 개월 이내 ‘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핵진단서 (Tuberculosis)
- 비자 신청인이 다음 페이지에 안내된 ‘결핵 고위험국가 (35 개국)’의 국민으로서 지난 6 개월 이내 고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결핵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난 6 개월 간 독일에 계속해서 체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유롭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지정 병원은 없으며, 모든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가능.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 외국인)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인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3 개월 이내) 및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 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모든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건강상태확인서의 경우 자유양식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제출. (지정 병원 없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면제되며 증빙 자료 자유롭게 제출 필요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 하면서 교제한 사람
2)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 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람
3)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모든 해외범죄경력증명서(대한민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외)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비자 종류별 정보 / Visa type Information
F-6-1 국민의 배우자
F-6-1 Spouse of a Korean National

(90 일, 단수 입국 비자)
Up to 90 days, Single Entry ONLY

 비자 + 서비스 수수료 / Visa + Service fee
Visa Fee (Mandatory)

Please check your visa fee HERE

Service Fee (Mandatory)

60.00 EURO

Return service (Optional)

10.00 EURO

 필수 제출 서류 / Mandatory document to be submitted
1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 사증발급신청서 (제17호 서식) e-signature not permitted/전자서명 불가

2

Passport with at least 6 months remainder validity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3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Please glue the photo on the Application For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3.5X4.5 cm 사진.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란에 풀로 부착.

4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등 필요서류는
모두 https://visaforkorea.eu/ko/download-visa-form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Proof of Payment Receipt / 송금내역서
KVAC Waiver Courier / 우편 접수 시 책임면책서

7 Please clearly write down the address where you wish to have your passport sent back including C/O.

반드시 여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함 이름까지 기재)

8

KVAC Consent Form and Terms of Use / KVAC 이용 약관 동의서
On page 2,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please write Paris
2번째 장, “I have the right to contact IOM at _____” 에는 Paris 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종류별 정보 / Visa type Information
F-6-1 국민의 배우자
F-6-1 Spouse of a Korean National

(90 일, 단수 입국 비자)
Up to 90 days, Single Entry ONLY

 필수 제출 서류 / Mandatory document to be submitted

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③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 #3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 #4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 ②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참고) 2022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대사관에서 해당 ②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임신 등) 구비서류 목록

▢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이외

#1 (외국인 배우자 결핵진단서 관련)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등 한 가지 이상 결과가 포함된 대사관 지정병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