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우편방식의
증명서 발급서비스
▶재외공관을 통한 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는 공인전자우편방식
의 증명서 발급 업무도 처리합니다. 공인전자우편방식
의 증명서 발급서비스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하여 약 1~2일 이내에 저렴한 비
용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증명서 발급시간의 단축과 발급 비용의 절감

공인전자우편방식의 증명서 발급 공관
영사서비스가 가능한 117개국 170개 전 재외공
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x아시아/오세아니아y
중국(대)/광저우/다롄/상하이/선양/시안/우한/청뚜/칭다오/홍콩 호주(대)/멜번
/시드니 스리랑카(대) 필리핀(대)/세부 베트남(대)/호치민 인도네시아(대)
뉴질랜드(대)/오클랜드 태국(대) 싱가포르(대) 말레이시아(대) 인도(대)/
뭄바이/첸나이 캄보디아(대) 타이뻬이 몽골(대) 네팔(대) 동티모르(대)
라오스(대) 미얀마(대) 방글라데시(대) 브루나이(대) 아프가니스탄(대)
우즈베키스탄(대) 투르크메니스탄(대) 카자흐스탄(대)/알마티 키르기즈(대)
타지키스탄(대) 아제르바이잔(대) 파키스탄(대)/카라치 파푸아뉴기니(대)
피지(대) 일본 고베/나고야/니가타/삿포로/센다이/요코하마/히로시마

기존 오프라인에 의한 발급의 경우에는 증명서 수령까

x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y

지 약 30일이 소요되고, 2~3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던

미국(대)/뉴욕/로스앤젤레스/보스턴/샌프란시스코/시애틀/시카고/애틀랜타/앵
커리지/댈러스/하갓냐/호놀룰루/휴스턴 캐나다(대)/몬트리올/밴쿠버/토론토
브라질(대)/상파울루 아르헨티나(대) 과테말라(대) 멕시코(대) 파라과이(대)
칠레(대) 니카라과(대) 도미니카 공화국(대) 베네수엘라(대) 볼리비아(대)
에콰도르(대) 엘살바도르(대) 온두라스(대) 자메이카(대) 우루과이(대)
코스타리카(대) 콜롬비아(대) 트리니다드토바고(대) 파나마(대) 페루(대)

것이 약 1~2일의 발급기간, US$ 1.5 정도의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2015년 5월부터 전 세계 재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는 모든 국가에서 본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발급 >>
대법원은 2013년 3월 4일부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
명서 및 제적등·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가진 재외국민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
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시간은 대한민국 시간으로
평 일 : 08시 ~ 22시
토요일 : 08시 ~ 19시
●

x유 럽y
영국(대) 독일(대)/본/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 프랑스(대) 이탈리아(대)/
밀라노 스위스(대) 러시아(대)/블라디보스톡/상트페테르부르크/유즈노사할린스크
/이르쿠츠크 네덜란드(대) 노르웨이(대) 스페인(대)/라스팔마스 오스트리아
(대) 터키(대)/이스탄불 그리스(대) 덴마크(대) 루마니아(대) 벨기에(대)
벨라루스(대) 불가리아(대) 세르비아(대) 스웨덴(대) 슬로바키아(대) 아일랜드
(대) 우크라이나(대) 체코(대) 크로아티아(대) 포르투갈(대) 폴란드(대)
핀란드(대) 헝가리(대) 라트비아 리가(분)

x중 동y
아랍에미리트(대)/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대)/젯다 카타르(대) 리비아(대)
레바논(대) 모로코(대) 바레인(대) 알제리(대) 예멘(대) 이라크(대) 이
집트(대) 이란(대) 이스라엘(대) 오만(대) 요르단(대) 쿠웨이트(대) 튀니지(대)

x아프리카y
남아프리카공화국(대) 가나(대) 가봉(대) 나이지리아(대)/라고스 르완다(대)
모잠비크(대) 세네갈(대) 수단(대) 앙골라(대) 에티오피아(대) 우간다(대)
짐바브웨(대) 코트디부아르(대) 콩고민주공화국(대) 카메룬(대) 케냐(대)
탄자니아(대) 적도기니 말라보(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 개소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전담기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가족관계등록사건 중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한 사

2015년 7월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여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경우 재외

로 신고하거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방

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전산처리조직

문하여 신고한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적 송부제도에 의할 경우 신고서를 스캔하여 전자적으

▶공인전자우편방식에 의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신속히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1,600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는 재외공관에서 전자적 송부제도를 이용하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이라면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일괄·송부하여 사건을

되어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

처리하므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 다만「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전문가에 의해 정확히
처리됩니다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의 적용을 받으려는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신속·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니다. 이 경우 전자적 송부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 4층 401호
(401, 4F, 14, Beobwon-ro 3-gil, Seocho-gu, Seoul 137-884, Republic of Korea)

T. 02-590-1772
(82-2-590-1772)

로 송부하므로, 사건의 처리기간이 3~4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전자적 송부제도를 이용하려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누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여 개 시(구)·읍·면으로 분류·송부하여 처리하는데 약
1~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자적 송부제도란?

건,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으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
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전자적 송부제도

▶국내에서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발급
하는 외국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적 송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고인은 전자적 송부신청
서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과 함께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