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개정된 국적법 주요 내용
❍ 개정국적법 시행일 :

2018.12.20.

❍ 종전에는 법무부장관이 귀화·국적회복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하였으나, 개정 국적법에서는 귀화·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
※ 개정국적법 시행 이후 귀화허가를 받는 사람은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하여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귀화허가일과 국적
취득일이 달라짐

❍ 종전에는 귀화·국적회복 허가자에게 ‘귀화·국적회복허가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개정 국적법 시행으로 국적취득대상자에게 귀화증서·국적회복증서를
직접 교부
※ 귀화·국적회복허가일을 기준으로 2018.12.19. 이전 귀화·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에게는 국적증서가 수여되지 않고 귀화·국적회복허가통지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2018.12.19. 이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2018.12.20. 이후에라도 귀화·국적
회복허가통지서로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국적법 및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한다)을 지정된 날 전
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한다.

붙임1

국적취득 증명 서류

귀화허가통지서
(귀화허가일이 2018.12.19. 이전인 경우 유효)
※ 국적회복허가통지서의 경우에도 동일함

귀화증서 · 국적회복증서
(귀화· 국적회복 허가일이 2018.12.20. 이후인 경우 유효)
※ 허가일이 2018.12.20. 이후인 사람에게는 허가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귀화증서 · 국적회복증서로 대체됨

2019.10.01.

는 귀화허가일(국적취득일과 같음)

는 국적취득일=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일(허가일은 미표시)

붙임2

가족관계 통보서
가족관계통보서(변경 전)
(국적취득등사건발생일 = 귀화·국적회복허가일)

가족관계통보서(변경 후)
(국적취득등사건발생일 = 국민선서·국적증서수여일)
※ 귀화·국적회복허가일은 미표출

※ 국적회복의 경우에도 동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