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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1. 본 지침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2.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 지침 상의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3. 신청자가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신청 시 이미 제출하여 등록외국인

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 생략

4.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5.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6.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업자등록증․납세사실증명․

어업면허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7. 건강진단서, 마약검사확인서 및 채용신채검사서 등의 서류는 발급한 의료

기관에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해야 함.(개봉 불가)

8.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민원 신청 후 출국하는 경우 불허될 수 있음. 또한, 출국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음.

9.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등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심사수수료로써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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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업무명 수수료

‣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12만원

체류자격 부여 8만원

단서 , 결혼이민 (F -6) 4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

영주 (F-5)자격 변경허가 2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단서 , 결혼이민(F-6) 3만원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천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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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A-1)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재임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

(의전외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취업허용 국가 : ‘12. 6월 현재 25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

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

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취업허용 범위

각급 대학,학원 등에서 외국어강의(E-2)

영화,TV단역 출연 등 문화활동 관련 직종(E-6),문화연구언론기관등의 교열˙

통역˙번역 등 외국어관련 직종 및 외국인 학교 교사(E-7),기타 내국인 대체

불능 직종

D-1, D-6, E-1, E-3

E-7중 외국인투자기업,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국내 채용 필수전문인력, 외국계

회사의 경영자문 컨설턴트 등의 직종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09.3.9)

     -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충족자)

2.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제기구에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상호주를 적용하지 

않고 사무소장 등이 심사하여 허가

활동 허용분야

- 단순노무분야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허가절차

- 활동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등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외교통상부장관 고용추천서 제출 생략)

체류자격별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안내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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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범위(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취업허용 범위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

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 필수

해당 자격 입증 서류 : 해당 체류 자격의 자격외활동서류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출생증명서 사본 ③대사관 협조공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 서류

필수서류

본인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자국 대사관의 협조 공문

부양
가족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14세 미만은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③ 14세 이상은 외교통상부에서 발급된 신분증
④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A-1,A-2)의 동반가족 범위

1.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61세 이상의 부모
3. 60세 이하의 부모로서 체류 중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
4. 민법상 미성년인 미혼동거 자녀
5. 26세 이하의 한국 내 정규교육기관에 full time으로 재학 중인 미혼 

동거 자녀
6. 민법상 성년의 미혼동거 자녀로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 근거 :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외교통상부령 제114호, 2011. 2. 1.)

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재임 기간 중 체류기간연장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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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소지자 중 재임기간(공무수행기간,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허가 가능

※재임기간 중 유효한 복수사증이 있는 경우는 재입국이 불필요

국내 재임기간 내에서 단 복수재입국허가(공항만도 복수 가능)

수수료 

제출서류

신청서(별지34호),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 증명 서류

외국인등록

 목차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 기타 등록외국인에게 부여 되는 각종 의무(등록사항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도 적용 면제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원본,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 주한

외국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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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A-2)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공무수행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

(의전외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취업허용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

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

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09. 8월 현재)

취업허용 범위

각급 대학, 학원 등에서 외국어강의(E-2)

영화,TV단역 출연 등 문화 활동 관련 직종(E-6),문화연구언론기관 등의 

교열․통역․번역 등 외국어 관련 직종 및 외국인 학교 교사(E-7),기타 

내국인 대체불능 직종

D-1, D-6, E-1, E-3

E-7중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국내 채용 필수 전문인

력, 외국계회사의 경영자문 컨설턴트 등의 직종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09.3.9)

     -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 충족자)

2.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제기구에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상호주를 적용하지 

않고 사무소장 등이 심사하여 허가

활동 허용분야

- 단순노무분야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허가절차

- 활동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등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외교통상부장관 고용추천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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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 활동 허가 범위(사무소장, 출장소장 위임)

취업허용 범위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

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 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 필수

해당 자격 입증 서류 : 해당 체류 자격의 자격외활동 서류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필수서류

본인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부양
가족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③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제출서류

필수서류

본인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부양
가족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③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A-1,A-2)의 동반가족 범위

1.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61세 이상의 부모
3. 60세 이하의 부모로서 체류 중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
4. 민법상 미성년인 미혼동거 자녀
5. 26세 이하의 한국 내 정규교육기관에 full time으로 재학 중인 미혼 

동거 자녀
6. 민법상 성년의 미혼동거 자녀로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 근거 :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외교통상부령 제114호, 201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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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해당사항 없음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소지자 중 재임기간(공무수행기간,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허가 가능

※재임기간 중 유효한 복수사증이 있는 경우는 재입국이 불필요

국내 재임기간 내에서 단 복수재입국허가(공항만도 복수 가능)

수수료 

신청서류

신청서(별지34호),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 증명 서류

외국인등록

 목차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 기타 등록외국인에게 부여 되는 각종 의무(등록사항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도 적용 면제

※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이용 시 본인 인증 곤란으로 국내생활 불편 해소 목적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원본,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 주한외국

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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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3)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대한민국정부와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SOFA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바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1. 협정(A-3)자격 소지자의 체류자격외 활동 범위

입국시 A-3사증으로 입국하지 아니하고 입국 후 A-3자격변경을 받은 

경우에도 체류자격외 활동 허용(‘07.2.9.시행)

허가 대상 :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여권, 수수료 ②복무확인서 ③ S.O.F.A ID 카드 ④

해당 자격 관련 서류 ⑤SPONSOR인 경우 소속 기관장(고용주)의 동의서

※ 자격외 활동 중인 근무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새로운 근무처로 자격외 활동을 

다시 신청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목차

1. 국내 출생자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90일 이내 출국하는 경우 별도허가 불필요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③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④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초청

계약서

2. 주한미군(A-3-1) 현지 제대자 

  제대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단기방문(C-3),방문동거(F-1),거주(F-2),기타

(G-1)자격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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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현지 제대 증명서

③ SPONSOR 복무확인서(보통 'order'라고 함, SPONSOR가 군인인

경우)․재직증명서(보통 'memorandum'라고 함) 또는 계약서

(초청계약자인 경우)

④ SPONSOR의  SOFA ID 카드(출생자) 또는 본인 SOFA ID카드

(현지 제대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신청서류

본인

① 신청서(별지34호), 여권 

② SPONSOR 복무확인서(현역) 또는 재직증명서(군속)

③ 초청계약서(초청계약자)

피부양가족

① 신청서(별지34호),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③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④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초청

계약서

⑤ 11세 미만자는 부․모의 SOFA ID 카드(11세 이상인 경우 

본인 ID 카드)

※ 다른 체류자격에서(등록외국인 포함) A-3로  자격변경 가능

2. A-3소지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 상실 후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신분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변경 신청 (30일 이내 출국하는 경우 별도 허가 불필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해당사항 없음

재입국허가

 목차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소지자 중 재임기간(공무수행기간,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허가 가능

※재임기간 중 유효한 복수사증이 있는 경우는 재입국이 불필요

국내 재임기간 내에서 단 복수재입국허가(공항만도 복수 가능)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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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여권, SOFA ID카드(SPONSOR와 Dependent 모두 

필요) ②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출국일과 동반 가족기재된 것)

외국인등록

 목차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 기타 등록외국인에게 부여 되는 각종 의무(등록사항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도 적용 면제

※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이용 시 본인 인증 곤란으로 국내생활 불편 해소 목적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원본,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

②주한외국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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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B-1)

활동범위 협정상의 체류활동

해 당 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목차

사증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므로 체류

기간이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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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과(B-2)

활동범위 관광․통과

해 당 자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목차

사증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므로 체류

기간이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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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취재(C-1)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의 신문,방송,잡지,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 언론사의 지사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90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최장체류기간 : 90일

입국일로부터 90일 미만 사증으로 입국한 자 또는 90일 미만 체류기간 받은 

자에 대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본사의 취재명령서 또는 파견증명서, 외신 

보도증 사본 또는 본사발생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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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C-3)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세부
약호 구    분 대   상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
(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
하려는 자

C-3-3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C-3-4 일반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
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C-3-5
협 정 상 
단기상용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CEFA, FTA 등에 한함 (인도․칠레)

C-3-6
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C-3-7 도착관광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C-3-8 동포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C-3-9 일반관광 C-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 ‘11.12.15.부로 단기상용(C-2)와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을 통합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체류자격 약호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목차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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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1. 복수사증 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제한

복수사증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30일로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허용

2. 보증개별(C-3-2) 사증 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제한

단체관광객(C-3-2)과 보증개별사증(C-3-2)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출국할 항공기 등이 없거나 영주․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외국인등록

 목차

단기상용(C-3-4) 소지자로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칠레 국민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거래실적, 초청장, 계약서, 수출입관련서류 등 입국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C-3로 등록

※ 단기방문(C-3-4, 6M)소지 칠레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불가하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D-7, D-8, D-9 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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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C-4)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

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90일

근무처의

변경․추가

 목차

1. 단기취업(C-4) 소지자의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

2. 근무처 변경 시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불필요

(단, E-1부터 E-7에 해당되는 활동 중 고용추천서가 필수로 되어 있는 업종은 

고용추천서 징구)

- 여권에 근무처변경 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단기취업(C-4) 자격 근무처변경 허가 스티커 부착

근무처 추가 시  근무처 추가 횟수 제한 없음

※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E-6-1자격에 해당하는 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장소를 변경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활동 가능 (E-6-2에 해당하는 활동은 

고용주의 변동신고 필요)

※ 단기사증 발급 시 허용된 범위가 아닌 다른 활동을 위한 근무처 변경 신청시 활동 

상호간의 관련성이 높고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자격요건 갖춘 경우 사무소장이 변경 

허용(예:E-6-3가 계약종료 후 공연기획사나 광고주 등과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가수, 모델활동을 하는 경우)

4. 신청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회사 설립 관련 서류 ④ 고용추천서(해당자) ⑤ 기타 해당 분야 입증 

서류 등



- 20 -

체류자격

변경허가

1. 무사증(B-1․B-2) 또는 단기방문(C-3) 입국자로 입단테스트 등을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참가자

등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제출 받아 사무소장 재량으로 변경허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시 자격변경 허용

허가 시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기산, 예술흥행(E-6-2)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변경은 불가

2.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가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저명인사란 대학의 총학장이나 세계 유수의 과학지등에 논문이 게재된 인사 등으로 

언론에 당사자의 경력이 보도되는 등 객관적 입증이 되는 경우

3. 신청서류

① 신청서, 여권 원본, 5만원 ② 소명자료, 활동 계획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1. ‘10.8.23.부터는 사증발급 시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90일 사증을 발급(입국

일로부터 90일 초과는 불가)

2.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3만원 

② 단기취업과 관련된 체류기간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

예) 고용계약서원본과 사본(용역제공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3.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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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D-1)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고유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허가절차 불요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원봉사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절차 불요

대상 : 국내 체류외국인

허용범위

  - 공공기관,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 자선바자회, 국제전시회, 국제

행사 등에서의 자원봉사

- 식비 및 교통비 지급 가능

2. 문화예술(D-1)소지자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활동 가능

3. 주한외국공관원 가족(A-1, A-2 자격)의 문화예술(D-1) 자격외 활동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 활동 : 허가 필요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원본, 외교관신분증, 수수료 ②외교통

상부 추천서 ③대사관의 협조공문 또는 동의서 ④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관련단체 서류 사본 ⑤ 해당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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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대상 아님

1.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가 아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2.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문화예술 단체가 발급한 근무처의 

변경․추가 사유서 ③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단체 입증 서류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필수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③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

①초청사유서 ②연수증명서 ③재정관계(학비,체재비)입증서류

(재정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신원보증서 징구)

1. 문화예술(D-1)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 경우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독일인

•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캐나다인

•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상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나.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6개월 미만

2.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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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필수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③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④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추가서류 ①연수증명서

1. 제출 서류

재입국허가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수리남, 칠레(C-3-4, D-7, D-8, D-9)

1.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면제

2. 복수재입국허가 가능(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3. 재입국허가 면제국가

외국인등록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 단체입증 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사항 입증 

서류 : 입학허가서 또는 연수기관 장의 추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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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학(D-2)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2년

유학가능체류자격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유학(D-2), 취재(D-5) 내지 무역경영

(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방문취업

(H-2)자격소지자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D-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학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

※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 합법 체류자(체류자격 불문)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가.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시행령 [별표1] 에 해당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예시,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등)

나. 대  상

유학 (D-2) 및 어학연수 (D-4-1, D-4-7)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어학연수생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시간제

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

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다. 허용범위

<허용시간>

(학부 및 어학연수과정) 주당 20시간 이내

※ 인증대학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주당 25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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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석․박사과정) 주당 30시간 이내

(석․박사 수료 후 논문준비생) 주당 30시간 이내

※ 학기 중 공휴일 (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 (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허용분야(예시)>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체류정책과-495, 2007.6.28)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장소변경>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

신청방법 :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시간제 취업 허가 연장>

제한대상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또는 평균학점 (이수학점 기준) C

학점 (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간제 취업 조건 (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및 취업장소 변경 후 미 신고자

처리요령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라. 신청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시간제취업 추천서 (붙임5),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마.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 (허가제외 대상)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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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허가제외대상* 예시

❏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 수학중인 학교 내 조교 (수업조교 포함)․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는 경우

❏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 

(1회 및 비 연속성)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 체류관리과-4716, 2010.7.22.)

※ 사무소장은 활동의 형태, 보수,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 허가 대상여부 판단

2. 유학 (어학연수 포함) 희망자에 대한 특례

 <유학활동 희망자>

(기본원칙)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의 경우 본래의 체류목적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학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대상자격)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취재(D-5) 내지 무역

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 다만, 별도 지침에 특히 유학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 

(예   외)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로 호주,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홍콩 국민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별도 허가없이 

연수 가능‘ 그 외 국가는 협정상 제한이 없으므로 별도 허가 없이 연수 및 

유학활동 가능

호주 :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대만 : 지역문화 이해 등을 위한

어학연수 및 세미나를 제외한 정규 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아일랜드 : 훈련 또

는 학업과정 이수불가, 단, 한국어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덴마크 : 최대 6

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 캐나다 :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내에서 

허용, 홍콩 : 최장 6개월까지 1개과정단기연수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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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어학연수 희망자>

(기본원칙) 체류외국인이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허가절차 불요

(대상자격)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

6. 유학생(D-2) 배우자의 취업활동 허가

방송, 영화, 모델 활동에 일회성 또는 일시 단역으로 출연

학원 등에서 회화강사 또는 외국어학교 교사 활동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 교열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

(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시행규칙 

제49조의 2)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1.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자격변경 대상

단기체류자 (관광통과 및 사증면제협정 입국자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

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

※ 단, 순수 및 단체관광 (C-3-2)·의료관광 (C-3-3), 기술연수 (D-3),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기타 (G-1)자격 소지자는 제한

나. 허가권한 : 관할 사무소 (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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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공통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과정별 제출
서류

전문학사․학사․

석사․박사과정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 다만, 학위 등 인증
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
기간 내에서만 인정,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연장 가능

- 아래 21개국 출신 국민 또는 동 국가 소재 대학 등에서 
학위 (학력) 취득자는 아래 ㉮, ㉯, ㉰ 중 택일

< 21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 (학력) 등 입증
서류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
보고서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적용 예시>

가. 중국인이 미국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  : Apostille 확인,
미국 주재 한국 영사 또는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나. 미국인이 중국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인증보고서 또는 주 중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

다.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 : 학력입증 (졸업증명서)

라. 최종학력이 대학이상인 경우 : 학위입증 (학위가 표시된 졸업
증명서도 가능)

마. 편입인 경우 : 최종학력 (학사 이상인 경우 학위) 및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함)
제출 

⑥ 재정능력 입증서류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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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특정 연구과정

(D-2-5)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⑥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⑦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교환학생

(D-2-6)

⑤ 체재비 입증서류 (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⑥ 소속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⑦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⑧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가. 기본원칙

학사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유학자격 (D-2-1 내지 D-2-6)

- 외국인등록 시 : 익년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 변경․연장 시 :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가사휴직 불인정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휴학)자는 체류

기간 연장 제한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나.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재학 (연구)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재정입증 서류 

모집요강 (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 계획서 (한국어연수생에 한함)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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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

등록을 필한 외국인유학생(D-2)이 1년 이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복수재입국 허가하고, 재입국허가 수수료 

- 허가기간은 2년 부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년 미만인 경우 잔여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외국인등록

 목차

1.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재학 (연구생)증명서*, 수수료

* 은행계좌 개설, 숙소 임차 등의 사유로 입학 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 납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건강진단서

    - 결핵검진 대상자

 (검진대상) 결핵고위험국가 중 발생률이 10만명 당 50명 이상인 국가(16개국) 

출신의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자격 신청자

발생률 및 유병률이 10만명 당 50명 이상인 국가(16개국)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연방),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지아

 (제출서류) 가까운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 제출

   - 건강진단서 진단항목은 결핵검사로만 한정, 보건소 검진 시 여권, 표준

입학허가서 지참

 (제출시점) 외국인등록 시(신청 시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기 외국인등록자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제외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학교 변경 (명칭 변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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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대학 등으로의 학교 변경 (편입)은 원칙적으로 제한

- 석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 후 동일 과정 수학 (석사 → 석사, 박사 →

박사) 목적으로 학교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제한 (출국 후 신규 

사증발급 대상자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다. 신고장소 : 관할 사무소 (출장소), 온라인 신청

라.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 (해당자)

석․박사 동일과정 학교변경 필요성 소명자료 (해당자)

외국인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

 목차

1. 학교의 장의 의무 (법 제19조의 4)

가. 담당직원 지정 및 통보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할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 교체 시에도 즉시 교체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대학소재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서 처리 원칙, 분교는 분교소재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

통보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을 통한 지정 또는 변경된 담당직원 통보 (등재)

나. 외국인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신고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그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아래 유학 및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기관에서

D-2나 D-4-1자격에해당하는활동을하는경우를 말함

<유학가능 체류자격>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

(E-1) 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협정상 유학이 제한되는 경우 제외), 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 다만, 별도

지침에 특히 유학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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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

 목차

 -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

* 입학허가를 받고 미 입국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유학생정보시스템상에

미입국으로 입력만 하면 되고, 입국

-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 정상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 및 한국국적 취득자도 포함

※ 변동신고 시 유학생정보시스템에 정하는 신고 항목의 개념에 
맞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항목이 중복되지 않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 항목 : 미등록, 자퇴, 휴학, 제적, 소재불명, 사망, 졸업/연수
종료, 한국국적 취득 등)

그 사실을 안날*에 대한 해석 기준

- 미 등 록 :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 학사관리 규정에 의해 입학허가가 취소된 날

- 휴    학 : 휴학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날 

- 자    퇴 : 자퇴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날

- 제    적 : 학교 자체 학사관리 규정에 의해 제적처리가 된 날

- 소재불명 : 해당학생과 연락두절이나 행방을 알 수 없는 날

- 사    망 : 사망사실을 안 날

- 한국국적 취득 : 한국국적취득 사실을  안 날

- 졸업 ․연수종료 : 졸업증명서 (학위증) 상 학위 수여일, 연수종료일

* 안 날은 학교담당자 개인이 변동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와 같이

실질적인 학사정보가 변동된 것을 의미함

신고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연수(유학)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다.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및 상담

<외국인유학생의 학사정보․현황의 관리 및 통보>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각종 

학사정보*를 관리하고, 그 정보를 매 학기 시작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통보(등재)하 여야 함

* 각종 학사정보에는 유학생의 학과, 학번, 출석률, 취득학점, 성적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학사정보 항목은 유학생정보시스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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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

 목차

- 다만, 각종 학사정보 중 “학점 및 성적사항”은 학위과정 이상 유학생의 

정보만을 매년 2월 및 8월말까지 (연 2회), “출결사항”은 어학연수생의 

정보만을 연수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통보(등재)하여야 함

※ 논문 준비 등의 대학원 수료자는 학점․성적사항, 출결사항 정보 입력 불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정별

(전문학사, 학사 등), 유학중단 사유별 (미등록, 자퇴, 휴학, 제적 등) 등의 

현황을 매년 2월․5월․8월․11월 말일까지 (연 4회)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통보방식 : 유학생정보관리시스템 (FIMS)에 학사정보 및 현황 통보 (등재)

<외국인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 및 현황 통보>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에 대해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상담현황을 유지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의 소속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상담현황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학교의 장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함

통보방식 : 사무소장 (출장소장) 요청 시 “외국인유학생 상담현황제출

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수정 및 삭제 등

가.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변경 등의 업무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는 

원칙적으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을 통해 확인할 것

※ 다만, 정보통신망이 원활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입학허가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나. 표준입학허가서 수정 및 삭제

학교 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표준입학허가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된 후에는 학교 담당자가 수정할 수 없음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되기 전에는 학교 담당자가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음

사무소 담당자는 표준입학허가서 수정/삭제 요청 게시판을 1일 1회 이상

확인하여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

게시판 요청사항을 처리 후에는 반드시 처리 상황에 대해 답변을 남겨야 함

표준입학허가서를 사용하여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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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삭제 대상이 아님 (미입국 처리 또는 변동신고 대상임)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된 후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관할 

사무소 담당자는 수정 또는 삭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함

- 학교 담당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사무소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고 

“수정허가”를 하여야 하며 “수정”은 학교 담당자가 하도록 함

- 학교 담당자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사무소 담당자는 중복 여부를 확인

하고 “수정허가”를 한 후 “삭제” 할 수 있음

처리 방법

- “사증업무관리” → “표준입학허가서” → “통합 표준입학허가서 관리” 메뉴에서

유학생을 검색한 후 “이름”을 클릭하여 상세화면 하단에 있는 “수정허가”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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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대상자

성  명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과정명

(학사, 석사, 박사)

학과(전공)
졸업학점

(평점)

입학일자 수료일자

전화번호 e-mail

논문지도

일 정

일  정 지도 내용

위 학생은 수료 후 본인의 지도하에 상기와 같이 (학사/석사/박사) 학위 논문 준비 

중에 있음을 확인하며 위 학생이 국내에서 체류하며 논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 .

지도교수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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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Confirmation Form for Faculty Advisor on a Student's Thesis Schedule

Confirmation Form for Faculty Advisor on a

Student's Thesis Schedule

Student

Full Name Nationality

Alien
Registration

Number

Degree Program
(Master, Ph.D)

Program of
Study (Major)

C.G.P.A /

Matriculation
Date

Graduation
Date

Telephone E-mail

Thesis

Schedule

D ate G uidance R emarks

I hereby confirm that the student above has completed his/her courses of study and

is currently preparing for his/her (Master/Ph.D) thesis/dissertation under my guidance,

therefore, I request the Ministry of Justice to extend the student's permitted period of

sojourn so that he/she can finish writing his/her thesis/dissertation.

2013. . .

Faculty

Advisor

Faculty/School

and Job Title

Full Name (Stamp or Signature) Telephone

To. The Head of ◌ ◌ Immigration (Branc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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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연구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국   적 출신대학명

학   위 석사 / 박사 전  공

전화번호 e-mail

연구과정

연구주관 
(성   격 ) 예시) 교육부 위탁, 산업부 위탁 등

주관부서

연구과 제
(담당 분야 )

연구 일정 ※ 연구과제 및 연구일정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국내체재비
(증빙서류 첨부 필요)

자    비
※잔고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연구수당 월 ( )원

동 반 자 유  / 무 명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위 연구생은 상기와 같이 ( ) 과정을 연구 (예정) 중임을 확인합니다.

2013. . .

◌ ◌ 대학교 총 (학) 장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주      소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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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Research Student Confirmation Form

Research Student Confirmation Form

Research

Student's

Personal

Information

Full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University

Name

Degree
Program

Master / Ph.D
Program of

Study (Major)

Telephone E-mail

Research

Outline

Nature of
R esearch

ex) commission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Faculty
(D epartment)

R e s e a rch
T o p ic

R esearch
S chedule

※ You can write the student's research topic and schedule on separate
sheets of paper and enclose them to this form.

Costs
(requires

documentary
evidence)

Personal Living Expenses
at one's own charge

(Submit a bank's statement)

Research Fee ( ) won/month

Dependents Yes / No How Many?

Research
Director

Full Name

Organization and
Job Title

(Telephone)

I hereby confirm that the student above is (will be) in the process of writing a

research paper on ( ).

2013. . .

The President of ◌ ◌ University (Research Center)

Research

Director

Mailing Address

Organization and

Job Title

Full Name (Stamp or Signature) Telephone

To. The Head of ◌ ◌ Immigration (Branch) Office



붙임 5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한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대상자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학과(전공) 이수학기

전화번호 e-mail

취업예정

근무처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    소

고 용 주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취업기간
급    여
(시   급)

근무시간 평일 : 토․일요일 :

위 유학생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학습 및 연구 상황으로 볼 

때, 상기 예정된 시간제취업 활동을 통해서는 학업(또는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20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유학생담당자
확인란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성명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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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Part-time Work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

Part-time Work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

Applicant

Name
Alien registration

No.

Department
(Major)

Term

Tel No. e-mail

The

expected

place of

employ-

ment

Company
name

Business
registration

No.

Type of
industry

Address

Employer (Seal/Sig) Tel No.

Period of
working

Wage
(per hour)

Working
hours

Weekday: Sat-Sun:

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named student is enrolled at our university, and

considering his/her academic and research progress hitherto, I believe that the part-time

job indicated above will not impede his/her learning (research) in school.

20 . . .

◌ ◌ The head of immigration (branch) office

Confirmation
from a Uni.
Official.

Department

and Job

Position

(Tel No.)

Name (Seal/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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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번역자 확인서

확 인 서 (번역자)

번역자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번역물 원본의

명의인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번역 대상물

첨부한 번역 내용은 원본의 문구에 맞게 사실대로 번역하였으며,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번역자 :

법무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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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D-3)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체류기간 상한 1년 이내

체류자격외

활동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변경 불가 원칙

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최초 6개월, 이 후 입국한 날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허가

- 연수기간연장의 필요성, 과거이탈율, 범법사항등을 확인하여 연장여부 

결정함, 2010.4.5.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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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3.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도서식)

③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④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⑤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 서류

- 영업활동에 따른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

- 각종공과금 납입영수증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세, 토지세 중 1)

⑥ 연수생 임금 및 연수수당 지급 여부 확인서류

-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연수생 임금대장(최근 1개월분) : 연수 후 근무자 

및 한국파견 연수생 체크 요망

- 국내기업에서 지급한 연수수당 지급 대장 

⑦ 신원보증서 원본

⑧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

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⑨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면제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

외국인등록

 목차

1.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컬러사진(3.5cm × 4.5cm) 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③건강진단서 ④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2. 고용변동(연수장소 변경)

가. 공장 이전․증설, 3개월 범위 내 위탁연수로 인한 연수장소 변경

- 공장이전 또는 증설의 경우 가능(단, 고용주 동일 요건)

- 위탁연수의 경우 당초 연수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기능˙기술 연수목적

또는 연수목적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때에 한하며 3개월 초과 불가

나. 신청서류

①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사본(이전, 증설 관련 서류 포함)

③ 연수생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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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D-4)

활동범위 및

자격 해당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확인 필요)

1. “유학(D-2) 자격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참조

2. 일반연수(D-4-1) 자격소지자의 회화지도(E-2) 자격외 활동

※어학연수(D-4-1)자격 소지자는 어학연수(D-4-1)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

(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 상

단기체류자(관광통과 및 사증면제협정 입국자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 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자

       단, 순수 및 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E-10) 및 기타(G-1) 자격 소지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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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나.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
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④ 재정 입증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예정자는
제외

⑦ 유학생보험증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 체류기간이상의보험기간이명시된 국내외보험사의 보험증서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음

2.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D-4-2) 자격 등으로의 변경

가. 대   상

국내대학 (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연수장소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계열사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취업확인서, 연수계획서 등)

③ 외국인 투자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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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자비부담 외
국인유학생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 이거

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체재비 등 요건을 갖

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체재비(학비 + 1년간 생활비)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 간 생활비: 1인 기준 한화 600만원 상당(후견인

으로 부모 1인 동반 시 부모 1년 생활비 한화 1,200만원 

상당 별도 추가)*

* 외국인유학생의 생활비는 ‘13년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생계비 (1인

572,168원) 수준 상당액(연간 600만원)을 적용하고, 동반 부모의

체재비는 거주지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 최저생계비

2배 수준 상당액(연간 1200만원)을 적용

▪후견인

·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외국인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소득 2,600만원 이상 또는 1억 4,0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 보유 등 재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재정

요건은 연간소득이나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

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자격으로 변경

가. 해당자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를 받은 자(관광통과 및 사증면제협정 입국자 포함)

※ 단, 순수 및 단체관광 (C-3-2)·의료관광 (C-3-3), 기타 (G-1)자격 소지자는 제한

나.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제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외국인학교

외국인 입학대상은 외국인인 부모가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만 해당됨 (교육

부 교육개발협력팀 의견)

라.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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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표준

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붙임 1 서식)* 및 재학증명서(해당자)

* 외국인유학생(D-4-3) 자격변경자는재학여부와관계없이입학허가서제출필요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

⑤ 학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공문 또는 

모집 요강 등)

⑥ 체재비 입증서류(학비 + 1년간 생활비)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간 생활비 체재비(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 (붙임 2 서식)

* 부모(2촌이내친인척)가후견인이되는경우에도후견보증서작성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

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

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

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연간소득이나 자산은 본인 및 배우자 소득 또는 자산의 합산

이 가능하며, 연간소득 및 자산의 기준은 대한민국 ‘12년 1인당

국민소득(GNI) 한화 2,550만원, ’12년 중위가구평균순자산 1억 3,800만원

수준을고려한것임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자격 소지자

·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정부기관 또
는 공공기관 
초청 외국인

유학생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

관 초청 전액 장학생인 자

▪체재비 및 후견인은 초청 기관장의 공문으로 갈음

법인 등 단체 
초청 외국인

유학생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법인, 종교단체 등 단체 

초청 전액 장학생인 자

▪재정요건 및 후견인은 초청 단체장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초청 단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등의 확인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체의 재정능력 입증 및 별도

의 후견인 지정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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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⑨ 가족관계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

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본 첨부

시에는 번역자 확인서(붙임 3 양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

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

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정부기관 등

기관(단체)

초청 장학생

추가서류

⑤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기관, 단체의 공문)

⑥ 후견 보증서(필요시, 붙임 2 서식)

⑦ 초청 단체 재정건전성 입증자료(필요시)

- 해당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자산 내역 파악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가. 허용대상

    국내 합법 체류자로서 아래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
취업(E-10), 기타(G-1) 자격자는 자격변경 제한

 가. 연수 허용기관 기준 (다음 ①~④ 요건 모두 충족) 

   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교육기관 

     ※ 예시) NHN NEXT, 삼성디자인스쿨, 코오롱패션디자인학원 / 르꼬릉블루 숙명
아카데미/ 에스모드서울, 서울사사다패션학원 등



- 49 -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교육기관 발행 입학허가서

④ 재정능력입증서류*

   * 잔고증명서, 장학금 지급확인서, 부모재정능력 등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⑦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기타 서류

⑧ 국내 상장기업 연계 또는 설립 기관

  -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

하는 서류

  ※ 공적증명서로증명이어려운경우에도그에준하는서류로관련성입증가능

⑨ 대학부설 기관

  - 교육기관이 대학부설 시설로 설치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⑩ 해외 교육기관 국내지사

  - 해외교육 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②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③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 ’13년 전국대학 1년 평균등록금이 6,697,000원(수도권 7,535,000원)인 점과 사설기관에서
실시되는 연수의 특성상 기자재비가 추가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책정

   ④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서 및 수업시수 등이 포함된 모집요강
등을 검토하여 예외 인정

 나. 외국인 연수생 기준  (다음 ① ~② 요건 모두 충족)

  ①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금 외에 체재비 미화 5,000불 이상

   -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등록금, 해당 기간 체재비(월 60만원*)를 입증

      * ’13년 보건복지부 고시 월 최저 생계비(572,168원)를 고려하여 책정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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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1. 어학연수생(D-4-1, D-4-7)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기본원칙 

가사휴직 불인정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휴학)자는 체류
기간 연장 제한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인증대학 재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    상) 인증대학 재학생 중 평균학점 (이수학점 기준) C학점 
(평점 2.0) 이상인 자

(제출서류) 원칙적으로 미 징구

- FIMS 상 학사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고 재정입증 서류 생략

부실대학 등 재학생에 대한 심사 강화

(대    상) 부실대학 등 재학생 중 평균학점 (이수학점 기준) D학
점 (평점 1.0 이하) 이하인 자

(제출서류) FIMS 상 학사정보 활용 (재학여부, 학점 등), 재정입증 서류 

온라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를 통한 연장 장려 (혼잡 완화 방안)

(대    상) 인증 대학 재학생 등 직접방문 심사대상이 아닌자

(신청예시)

- 온라인 신청 :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 유학생담당자의 경우 최대 8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

- 직접방문 :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③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④ 재정입증 서류

⑤ 모집요강 (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계획서 (한국어연수생에 한함)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유학생보험증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증서(초․중․고 재학생 중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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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2.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외국인유학생(D-4-3)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학 입증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③ 학비 등 체재비 입증 서류 (학비납입증,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액 

이상의 잔고증명서, 초청 단체 공문 등)

④ 후견보증서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한식조리연수생(D-4-5)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해당자)

③ 연수비 납입증명서 (연수비 추가 납입 시 해당)

※ 연수기관이 연수비 및 체재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이 발행한

경비부담 확인서로 대체

④ 연수 계속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연장 사유 및 연수 일정 등이 

포함된 계획서 등)

⑤ 연수기관 장의 추천서 (연수성적 및 출석율 명시)

⑥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⑦ 건강진단서 (치료예정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연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재정능력입증서류

④ 연수계획서 (체류기간 1년 초과자)

※ 일반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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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

2. 제출 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목차

1.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재학증명서 

2. 한식조리연수의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연수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수수료*

* 정부 등 초청 국비 장학생도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납부 대상자임

② 재학 증명서**

** 은행계좌 개설, 숙소 임차 등의 사유로 입학 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비 납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③ 장학생 입증서류 (해당자, 기관·단체의 공문)

4.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나 .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재학증명서 

및 前 학교 제적증명서(학교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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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유학생 체류지변경신고

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청장 또는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

나. 제출서류

체류지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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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D-5)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인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

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

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

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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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대상 아님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

(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일시취재(C-1)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장기취재(D-5)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3. 제출서류

 ①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③ 지국․

지사의 설치허가증(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본사발행) ③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목차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면제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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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국내에 지국이나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사의 파견명령서 및 해외홍보원 

등 관련기관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음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나 .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10.11.16.)

다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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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교(D-6)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적용대상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

지도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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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

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체류

자격외 활동 가능

 가. 종교(D-6) → 교수(E-1)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입

증서류 ③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④ 학위증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⑥원근무처장의 동의서

나. 교수(E-1) → 종교(D-6)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

입증서류 ③원근무처의 동의서 ④ 해당단체 설립허가서

근무처의

변경․추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

(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원칙적 불가 ➭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만 가능】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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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캐나다 국민에 대한 장기체류자격

으로 변경

☞ 대상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6개월 미만

3.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파송명령서

(파송단체 발행) ③해당 단체 설립허가서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파송단체 발행) ③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

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 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

효기간

나 .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10.11.16.)

다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변경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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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D-7)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

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

지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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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

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에 대한 동일계열 회사 내의 주재(D-7)

자격의 체류자격외 활동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파견명령서(본사 발행) ③원근무처와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등)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 

신고(허가)관련 서류(지사 설치허가서 등) ⑥원근무처장의 동의서 ⑦영업

실적증명 서류 -법인 납세사실증명원 등

4.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

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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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   

 (시행규칙 제49조의 2)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

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이동일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

(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③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④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⑤ 추가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대상

기업투자(D-8) 자격을 소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동일계열 외국기업에서 설치한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파견

(전근)명령을 받아 근무하려는 합법체류자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2.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의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자격

으로의 자격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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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수수료

② 신청사유서

③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원본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④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허가서 사본(외국환은행 발행)

⑤ 동일계열 외국기업 입증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⑥ 근무하려는 기업의 연간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⑦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⑧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

《필요 시 추가 서류》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 또는 소득금

액증명원(최근 기록) 

기타
신설지사 및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실태

조사(확인필요)

자격요건
관리자나 임원자격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 일방당사국의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근무하려는 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외국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③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④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등)

⑤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⑥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3. 단기방문(C-3-4)사증을 소지한 칠레국민에 대한 주재(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D-9)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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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영 별표 1의 16.

주 재 ( D - 7 ) 란의 

“가”목 해당자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 

③ 국내지사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외국환은행 발행)

④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 : 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⑤ 개인 납세사실증명 서류

-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작년의 기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

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

숙사비 영수증 등)

영 별표 1의 16.

주 재 ( D - 7 ) 란의 

“나”목 해당자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

③ 납세사실증명 서류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

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

숙사비 영수증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소속 자문사,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지점 등 설치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무역경영(D-9) 등 자격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징구 

외국인이 국내사업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
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 세금 탈루 방지, 납세 질서 확립

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당해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

➠ 을근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나.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 이행,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납세조합에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 납세사실증명원 발급문의 : ☎국번없이 126(국세청고객만족센터)

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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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외국법자문사 등록증 사본

④ 파견명령서 (본사발행, 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국내지점)

⑤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개인 및 회사)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

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 : 해당자에 한함)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나 .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변경관련 입증서류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이동일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

(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③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④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⑤ 추가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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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목차

 필수전문인력

구  분 해 당 범 위

임원

(EXECUTIVE)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ㆍ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ㆍ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ㆍ전문직ㆍ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ㆍ 감독ㆍ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전  문  가

(SPECIALIST)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ㆍ설계ㆍ기술ㆍ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 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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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하 ‘법인에 투자(D-8-1)'로 

구분]

* 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

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이하 ‘벤처 투자

(D-8-2)'로 구분]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

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이하 ‘개인기업에 투자(D-8-3)'로 구분]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4.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

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창업(D-8-4)'으로 구분]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5년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 2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체류관리과-325,‘09.06.15.)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체류정책과-402, 2007.06.20.》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

(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

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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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 기업투자(D-8)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   

 (시행규칙 제49조의 2)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

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이동일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

(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④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⑤ 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법인파견 해당자, 

개인투자가의 경우 해당 업체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을 경우) ⑥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⑦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사

업자등록증 사본 ⑧추가 또는 변경 근무처의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 공 통 기 준 】

1. 허가요건

가. 법인에 투자(D-8-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

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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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나. 벤처 투자(D-8-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

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

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또는한국벤처

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다. 개인기업에 투자(D-8-3)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

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라. 기술창업(D-8-4)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일 것

* 국외또는국내에서취득한학위를모두인정하며, 학위를이미취득한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점수제에 따라 총 340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 하였을 것

-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것을 말하며, 기존 법인 인수 등은 해당되지 않음



- 70 -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연번 내 용

1

단체관광, 순수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한 자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인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개별 입국한 자

2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입국한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다른나라국민은가능)

3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 뒤, 해당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

는 경우 이들은 외국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아

니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임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

상황명세서 원본

③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

(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⑧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허가의 예외(자격변경 불가 대상) :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

변경을 허용하지 않되,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금액이 5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

에는 정밀심사 후 본부 승인을 거쳐 변경 허용 (가급적 5억 미만 소액

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1. 법인에 투자(D-8-1)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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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추가서류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⑨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⑩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벤처기업 관련 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등 임재차계약서 등)

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⑦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②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③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⑤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에서 100%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인 경우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③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금융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

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벤처 투자(D-8-2) 외국인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3. 개인기업 투자(D-8-3)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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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⑥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

(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⑧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추가서류

⑨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기본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학위증명서 사본

④ 점수제 해당 항목( 및 점수) 입증 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

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www.kipris.or.kr/khome/main.jsp) 활용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⑦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등 임재차계약서 등)

⑧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⑨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4. 기술창업(D-8-4)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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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6. 단기방문(C-3-4) 자격소지 칠레국민에 대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사증발급 지침: 입국심사과-3379, ‘04.03.30.)

자격요건 :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

격으로 아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

- 당해 기업인이 주로 자신이 국민인 일방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 간에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자

- 당해 기업인 또는 동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또는  그 운영에 

대한 자문 또는 핵심적인 기술 서비스의 제공하는 자

제출서류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

상황명세서 원본

③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

(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⑦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증명 관련서류

1. 법인에 투자(D-8-1)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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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⑧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⑨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⑩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추가서류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⑪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⑫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벤처기업 관련 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

평가서

⑤ 사업실적관련 입증서류

⑥ 납세증명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에서 100%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인 경우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③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금융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

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벤처 투자(D-8-2) 외국인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 75 -

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②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③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⑤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⑥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

(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⑦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증명 관련서류

⑧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⑨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⑩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추가서류

⑪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

규격사진1장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학위증명서 사본

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

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

3. 개인기업 투자(D-8-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4. 기술창업(D-8-4)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 76 -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

위원회) 등 사본

⑥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창업아이템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정부부처 공문(해당 외국인 성명 명시) 등

⑦ 사업실적관련 입증서류

⑧ 납세증명서

⑨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무역경영(D-9) 등 자격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징구(체류심사과-5472, ‘05.12.20.)>

외국인이 국내사업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

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 세금 탈루 방지, 납세 질서 확립

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당해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

➠ 을근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나.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 이행,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납세조합에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 납세사실증명원 발급문의 : ☎국번없이 126(국세청고객만족센터) 

 

 ※ 외국인투자가 등록 말소여부 조회(체류관리과-156, 2012.01.06.)

    각 사무소 ID 및 비밀번호 통해 KOTR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정보조회

시스템“ 활용

     - 사이트 : http://insc.kisc.org/ext/moj/main.jsp

     - 검색 및 조회 가능 사항 : 외국인투자기업명, 등록말소여부,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자명, 주소 등

     - 사증발급, 입국허가, 체류허가, 조사, 귀화허가 심사 등에 활용

     ➠ 재외공관에서는 KOTRA 투자종합상담센터 (02-3497-1966)를 통해 유선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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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인 경우)

③ 체류지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자격을 직접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용해서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를 받은 사람은 제외

2. 확인사항

신청서 상의 체류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관리 필수사항** 출입국관리시스템 입력 철저

* 입국일자및입국항, 사증사항, 동반자사항, 세대주및세대주와의관계, 사업자등록번호

** 투자금액, 업종, 공동사업자 여부(특히,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자는

3억원 미만의 공동⋅추가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참고사항에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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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영(D-9)

활동범위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해 당 자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

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ㆍ운영ㆍ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

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

(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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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   

 (시행규칙 제49조의 2)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

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동일 계열회사내의 이동인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

   수주선박건조 및 산업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 운영․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 

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본사발행) ③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 중 아래 해당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산업설비(기계)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나. 수주선박건조 및 산업설비제작의 감독을 위해 파견되는 자(발주사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포함)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체류자격

변경 사유서 ③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본사 발급) ④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⑥납세사실증명

(외국인개인납세내역이 없는 경우 회사 것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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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 자격변경 제외 체류자격 ≫

기술연수 (D-3),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기타 (G-1),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 

(C-3-2), 의료관광 (C-3-3),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 관광취업 (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 변경 불허 

①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③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④ 공동사업자의 연간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

⑤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

세관 반출신고서 등)

⑥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

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2.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2012.10.29. 시행)

 가. 대상자

신규사업자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

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

(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

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단,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OASIS-1부터 8)’에서 총4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허용

현재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기존투자금액이3억원미만이라도가능. 단, 재입국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기업투자

(D-8)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와 동일하게 자본금 3억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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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 유학생 무역경영자(D-9-5)의 국내 형성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잔고증명

또는 자본금 사용 내역 등의 자료로 합산하여 투자금 산정

⑦ OASIS 교육 이수증(해당자)

⑧ 영업실적 입증서류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체류자격변경전단기사증 (C-3-4) 등을소지하고영업행위를한경우에만해당

⑨ 주거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⑩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무공간 간판사진 등 자료)

※ 단기임차 (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창고임대차계약서 등)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4. 단기방문(C-3-4) 자격소지 칠레국민에 대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자격요건 :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

격으로 아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

- 당해 기업인이 주로 자신이 국민인 일방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 간에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자

- 당해 기업인 또는 동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또는  그 

운영에 대한 자문 또는 핵심적인 기술 서비스의 제공하는 자

제출서류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무역경영(D-9) 등 자격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징구>

외국인이 국내사업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

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 세금 탈루 방지, 납세 질서 확립

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당해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

➠ 을근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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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나.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 이행,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납세조합에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 납세사실증명원 발급문의 : ☎국번없이 126(국세청고객만족센터) 

1. 선 박 건 조 ‧설 비 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하려는 경우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본사 발행)

③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해당외국인)

예) 납세조합 발행-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필수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본사 발행)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예) 납세조합 발행-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

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추가서류
⑤ 무역신고증 또는 무역대리업신고증 사본

⑥ 영업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입알선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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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개인사업자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③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등

*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것

※ 납세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경우는 추가 서류 징구할 수 있음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⑤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 간판사진 

등 자료)

⑥ 국민 고용 입증서류(원천징수․고용보험 등 6개월 이상 계속 입증서류)

- “해당자만 제출”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목차

1. 제출서류 (외국인 개인사업자는 “2”번 참조)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지 입증서류

2. 외국인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지 입증서류

③ 국민고용예정서약서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나 .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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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목차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변경관련 입증서류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동일 계열회사내의 이동인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

   수주선박건조 및 산업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 운영․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 

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본사발행) ③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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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직(D-10)

활동범위

 (구직활동)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활동)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해 당 자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허용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보유하거나 이에준하는 기술력등을

가진사람중법무부장관이인정한법인창업자 (기술창업이민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6개월

체류자격외

활동
해당사항 없음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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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구직활동자

유학(D-2)자격 

체류자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학력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출입국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③ 구직활동계획서

④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교수 (E-1) ~

특정활동(E-7)

자격 체류자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구직활동계획서*

* 구직희망직종 및 기업 등 명칭, 체재경비 조달방법 및 활동

계획 등이포함

기타 非 구직

자격 소지자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구직자격 요건 구비 입증서류*

* 학위증, 재직증명서 등 학력 및 경력입증서류

1. 유학(D-2)자격 소지자의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

가. 허용대상
①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②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③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으로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

기간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자

* 단예술흥행(E-6)자격의경우유흥업소등공연자(E-6-2)는적용대상에서제외

④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학위 수여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⑤기타 非 구직자격 소지자(체류자격 B-1, B-2포함)로서 구직(D-10)사증 발급

대상자 요건을 갖춘 합법체류 외국인

 나. 제한대상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기간 중 고용주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고용주를 보호하고, 
구직제도의 남용방지를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필요

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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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체류자격 구비 요건

교수(E-1)․회화지도(E-2)․

연구(E-3)․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해당자격이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 자격증 등을 구비한 

경우 변경을 허용  

‣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학원설립증 등 중에서 1 ~ 2 종만 제출)③

경력증명서(E-1 등), 범죄경력증명서(E-2), 채용신체검사서

(E-2), 자격증 사본(E-5, E-7 등),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E-5, E-7) 등

기술창업활동자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학력증명서(학사 이상)

③ 기술창업계획서

④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서 사본 및 

접수증(해당자)

⑤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라. 신청요령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사무소 등에 신청

2. 취업(E-1 ~ E-7)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

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

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 유흥업소 등에서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이나 스포츠 분야만 허용

나.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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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예술흥행(E-6)

‣취업직종이 전공과목과 밀접한 경우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변경 허용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E-6-2)하려는 경우는 불허

‣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학원설립증 등 중에서 1 ~ 2 종만 제출)

특정활동(E-7)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취업직종이 전공과목

과 밀접한 경우에는 경력요건 불문하고 변경 허용

‣국내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취업직종이 전공과목과 관

련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요건 불문하고 변경 허용

‣국민대체성 및 국민고용을 감안하여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고용 중인 

E-7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을 제한*

* 단, 첨단 산업분야 등은 주무부처 추천이 있는 경우 

20%를 초과하여도 고용을 허용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

금액이 고용업체에서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의 60% 미만이거나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제한

▸기타 세부사항은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적용

‣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학원설립증 등 중에서 1 ~ 2 종만 제출)④

경력증명서 ⑤자격증 사본 ⑥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 89 -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체류기간의 상한

① 국내대학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②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또는 평균학점 2.5 이상인 국내대학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③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④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중인 자

⑤ 창업이민점수제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인 자*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해당 지침 및 붙임 참조

최대 2년 

기타의 경우(전문대 졸업) 최대 1년

2.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구직활동계획서 또는 기술창업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 또는 기술창업 

준비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③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성적증명서(국내 전문대학 졸업 전문학사에 대

해서만 적용)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목차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

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면제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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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나 .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변경관련 입증서류

연수 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 등 신고

 목차

근거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영제44조, 규칙제

49조의2의3호

신고 사유

- 구직기간 중에 기업등의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되어 연수를 개시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연수기관  명칭 변경 포함)

- 1월 이상 6월 미만 동안 소정의 연수수당을 받고 인턴(연수 수습) 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체결한 경우 

* 인턴사원 채용 여부 테스트차원의 단기근무는 신고대상 아님

신고 대상

- 외국인등록을 마친 구직(D-10)소지자로서 구직기간 중에 기업 등의 인턴

사원 등으로 연수를 받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외국인

등록기간) 중에 신고사유 발생한 경우 신고필요

신고 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서류

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② 연수(인턴)계약서 ③ 연수기관

등록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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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민 점수제 항목 및 점수

□ 창업비자 요건

  ○ 학사학위 이상 소지 + 법인설립 + 총340점 중 80점 이상 점수 득점자(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함)

□ 세부내용

  ① 필수항목 및 점수(210점) : 1개 이상 필수

구분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⑤, ⑦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배점 80 50 20 10 각 25

  ② 선택항목 및 점수(130점)

구분 ②, ③ ①, ④, ⑥ 자본금1억 이상 박사학위소지
토픽3급↑또는KIIP이수

배점 각 25 각 15 15 10 10
  <범례> : ①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OASIS-1) 수료, ②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

(OASIS-2) 수료, ③창업 소양교육(OASIS-4) 수료, ④창업코칭 및 멘토링
(OASIS-5) 수료, ⑤발명･창업대전(OASIS-6) 1~3위 입상, ⑥창업인큐베이터
(OASIS-7) 졸업, ⑦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선
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OASIS-9)

  <참고>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출원 및 OASIS-6, OASIS-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 보유(등록), 출원 및 참여(선정)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 수만큼 나
눈 점수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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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E-1)

활동범위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

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해 당 자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이 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5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
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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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

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

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

(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

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4. 교수(E-1) 또는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간 상호 체류자격외 활동

가. 허가대상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나. 자격기준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한 자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원 고용주의 동의서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연구기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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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5.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가. 허가대상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관부처(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나. 자격기준

정보기업(IT) 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학과의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원고용주의 동의서 ④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

추천서 ⑤경력증명서(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6.“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가. 취업허용 범위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

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 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교관신분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④ 학위증 원본 ⑤ 경력증명서 ⑥ 외교통

상부고용추천서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고급과학기술인력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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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7. 협정(A-3) 자격 소지자의 교수(E-1) 자격외 활동

  가. 자격요건 

연구(E-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SOFA ID,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

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④ 학위증 원본 ⑤ 경력증명서 ⑥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고용추천서(고급과학기술인력 명기) ⑦ SPONSOR인 경우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8.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

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9.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체류

자격외 활동 가능

 가. 종교(D-6) → 교수(E-1)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입

증서류 ③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④ 학위증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⑥원근무처장의 동의서

나. 교수(E-1) → 종교(D-6)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

입증서류 ③원근무처의 동의서 ④ 해당단체 설립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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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목차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 대학교수가 전공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강연‧강의‧연구 등의 활동을 다른 대학

에서 하는 경우 근무처 추가신고 불필요

가. 자격요건

교수(E-1)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

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 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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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1. ①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②교수(E-1), 연구(E-3) 

상호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 상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이공계, 인문계,

예․체능계 등의 고급외국인력)

※외국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것을 인문계, 예체능계 등으로 

확대 및 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 삭제

나. 자격기준

석사학위 이상으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박사학위 소지자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③경력증명서(학위증 사본 첨부) ④

회사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입증서류)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 98 -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3. 유학(D-2), 구직(D-10) ➠ 교수(E-1)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

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

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

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4.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가능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졸업증명서 

③고용계약서 ④총(학)장의 고용추천서 ⑤사업자등록증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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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필요시 1~2종 제출)

* 교원활용계획서, 수강생 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면제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외국인등록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나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변경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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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

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

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가. 회화지도의 개념

‣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

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나.나. 활동장소활동장소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

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학원법 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
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
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해 당 자

 목차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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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

지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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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시․도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영어보조교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합격증명서  ③ 고용계약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채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검증하므로 제출 면제

상기 영어보조교사를 제외한
회화지도강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입국일 기준 해외 채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

*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⑥ 채용신체검사서*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

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회화지도(E-2)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포함)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면 허용

대상으로 하고,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사무소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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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목차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

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HIV 및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검사항목)결과를 포함

⑦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⑧평생교육시설등록증 사본(해당자)

4. 대 통 령  영 어 봉 사  장 학 생 에  대 한  체 류 자 격 외  활 동

가. 대 상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감) 주관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으로 선발된 자에 한함

유학(D-2)자격을 소지한 대학생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으로서,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10년 이상 영어에

의한 정규 교육을 받은 후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한 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면제 ②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합격통지서(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 교육감 발급)

③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캠프 외국인강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 허용기준

허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고)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영어문화원, 외국어체험마을 등) 주관 시에도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고)한 경우

   ※ 캠프운영 주체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사항으로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된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음

불허

학원 등에서 기존시설을 벗어나 캠프를 운영하거나 개최가능 

단체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학원 측에서 운영하는 경우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대상자

① 교수(E-1) 자격 소지자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자

② 회화지도(E-2) 소지자 근무처추가 허가 받은 자

③ 단기취업(C-4, 영어캠프)자격 소지자 : 별도신고나 허가절차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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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6.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

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근무처의

변경․추가

 목차

가. 개 요가. 개 요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회화지도 강사

들에 대해서도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근무처는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 중인 고용업체’ 이외에도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도 지정된 근무처에 포함됨 〔체류관리과

-5514(‘10.8.31.)참조〕

【 지정된 근무처 (예시) 】

• A교육감 소속 B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가 순회하며 영어수업을 하는 관내 C, D

초등학교 등

• A학원 외국어회화지도 강사가 방문하여 회화지도를 하는 기업 등 (단, 기업 등은 회화

지도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기업 등에서의 월간 강의시간은

A학원의월간 강의 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의 근무(활동)장소

※ 공통사항 : 근로계약 및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해당

외국인과 활동하는 장소(사업체)의 장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보수

지급이 없어야 하며, 파견근로 형태의 근무방식이 아니어야 함

나. 신고대상자 및 신고절차 등나. 신고대상자 및 신고절차 등

신고대상자

- 고용계약기간까지 정상 근무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고용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업체를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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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고 업체를 변경하는 자

- 현 고용주의 동의를 받고 다른 근무처와 추가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 현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월 평균 강의시간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자

‣ 해당 외국인이 현 고용주와 E-2 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

단체가 체결한 강의계약에 따라 강의를 하고 계약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면 사실상 3자 계약형태의 근무처추가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

‣ 강의실 및 수강생 규모에 비해 과다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과외 등 편법인력 활용 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용여부 결정

- E-2 강사별 강의시간표 등을 심사하여 시간표대로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와 월 강의시간의 1/3이상을 외부 출장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하고, 사유

해소 시까지 추가고용을 제한

신고제외대상자(법무부고시 2011-510, ‘11.10.4. 붙임 8 참조)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정부초청 청소년영어봉사장학생*

* 대학졸업(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어학원 등의

회화지도강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근무처변경 자체가 불가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이나 근무처 추가 동의를 받지 못한 자

신고절차

-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회화지도강사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사무소장 등에게 ‘근무처변경․추가신고서(붙임 9)와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대리인의 신고 허용)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첨부서류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시설 설립 관련

서류 등

* 단,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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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가. 허가대상 및 허가권한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과 시․도교육감 초청 초․중등학교 

영어보조교사로 채용되어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소지한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사무소장 등에게 허가권한 위임

나. 첨부서류

첨부서류

-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고용계약서, 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입증자료 등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직(D-10)자격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는 동 서류의 제출을 면제

‣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는 

‘고용계약서’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합격증’만 제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 검증

     ※ 채용신채검사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하지 말 것)

     ‣ 고용계약서상 임금이 최소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억제

1. 교육과학기술부(시․도 교육감) 초청 외국인영어강사*로 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E-2 자격

변경 가능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통지서

③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④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고유번호증사본)

   * 단,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 등은 학력․경력 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면제하고 ‘합격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최소서류만 

징구(또한 과거 회화지도 강사로 체류 시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현재 구직(D-10) 등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상기 3가지 서류의 제출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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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2. 회화지도(E-2)요건을 갖춘 등록 외국인(A-1,A-2,A-3포함)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면 허용

대상으로 하고,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사무소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확인(공통)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허용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입국일 기준 해외 채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⑥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

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HIV 및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검사항목)결과를 포함

    ⑦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⑧평생교육시설등록증 사본(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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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3. 유학(D-2), 구직(D-10) ➠ 회화지도(E-2)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

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

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증,

등기부등본 등) ⑤ 범죄경력증명서 ⑥ 채용신체검사서(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 회화지도(E-2) 자격을 갖춘 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1. 1.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⑤ 평생교육시설 및 법인기업 등에서 취업중인 경우(수강생 현황 및 강의시간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⑥ 범죄경력증명서 및 학력입증서류 보완대상인 기존 체류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 보완 필요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⑧ 강의시간표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교육감 초청 원어민영어강사는 ①범죄경력증명서 ②학력검증 

③채용신체검사 서류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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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류기간 특례

 한-인도 CEPA협정에 의한 영어보조교사

- 취업기간 : 1년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TaLK) 및 중국어보조교사(CPIK)

- 취업기간 : 최대 2년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면제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외국인등록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법무부고시 제2011-23 (2011.1.27.)(붙임 6)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 단, 시․도교육감이 채용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은 

제출을 면제 (관할 교육관청에 제출하여 자율 검증)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나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변경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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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E-3)

활동범위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고급과학기술인력

해 당 자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기술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

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5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

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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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3. 교수(E-1) 또는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간 상호 체류자격외 활동

가. 허가대상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나. 자격기준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한 자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원 고용주의 동의서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⑥연구기관 입증서류

4.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가. 허가대상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관부처(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나. 자격기준

정보기업(IT) 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학과의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원고용주의 동의서 ④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⑤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⑥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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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5.“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가. 취업허용 범위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

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 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교관신분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④ 학위증 원본 ⑤ 경력증명서 

⑥외교통상부고용추천서 ⑦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고급과학기술인력 명기)

6. 협정(A-3) 자격 소지자의 연구(E-3)

  가. 자격요건 

연구(E-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SOFA ID,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④ 학위증 원본 ⑤ 경력증명서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고급과학기술인력 명기) ⑦ SPONSOR인 

경우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7.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

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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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가. 자격요건

연구(E-3)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

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 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체류자격

부 여

 목차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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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1. ①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②교수(E-1), 연구(E-3) 

상호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 상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이공계, 인문계,

예․체능계 등의 고급외국인력)

※외국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것을 인문계, 예체능계 등으로 

확대 및 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 삭제

나. 자격기준

석사학위 이상으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박사학위 소지자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③경력증명서(학위증 사본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2.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 없이 

연구(E-3)자격으로 변경허가

가. 대상자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

하는 과학기술자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나.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설립관련서류)

③ 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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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3.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5. 유학(D-2), 구직(D-10) ➠ 연구(E-3)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

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

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

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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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면제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외국인등록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나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변경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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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E-4)

활동범위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해 당 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사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기관에 제공하는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5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

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E-4,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

(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

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3.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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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가. 허가대상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관부처(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나. 자격기준

정보기업(IT) 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학과의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원고용주의 동의서 ④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⑤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⑥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

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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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목차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가. 자격요건

기술지도(E-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

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 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⑤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등 ※ 근무처 변경 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필요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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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1. 유학(D-2), 구직(D-10) ➠ 기술지도(E-4)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

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

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

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파견명령서(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 ③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

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필요시)

2.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E-4)자격으로 변경허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산업상의 기술을 제공하는 자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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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4.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

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 ③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면제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외국인등록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나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변경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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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E-5)

활동범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해 당 자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다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국내의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5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

소지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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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

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E-4,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

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

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4.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근무처의

변경․추가

 목차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가. 자격요건

전문직업(E-5)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

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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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 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⑤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등 ※ 근무처 변경 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필요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1. 유학(D-2), 구직(D-10) ➠ 전문직업(E-5)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

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

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

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파견명령서(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 ③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

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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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3.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

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사본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목차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면제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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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나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변경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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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E-6)

활동범위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해 당 자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합법체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으로서 방송*, 영화, 모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비영리목적으로 지상파방송에 게스트 등으로 임시(1회 및 비연속성) 출연

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부수적 활동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허가 없이 

활동 허용(식비, 교통비 등 실비 수준의 사례금 수령 가능)

가. 제외대상가. 제외대상

세부자격 약호 E-6-2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에서 제외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필요)

④ 사업자등록증 등  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해당자)

⑥ A-1, A-2자격 소지자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전외빈담당관)의 추천서

☞ 제출서류 및 체류실태 등을 종합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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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3.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

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근무처의

변경․추가

 목차

E-6-1(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활동)
사후 신고대상

E-6-3(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메니저)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가. 자격요건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공연활동 종사자(E-6-2)를 제외한 예술흥행(E-6)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

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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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목차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 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⑤고용추천서 

또는 공연 추천서

  ※ 사유서와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E-6-2(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사전 허가대상

1.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로서 소속된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동이 있는 경우* 

* 파견사업자(고용주)의 변동 없이 파견근로자보호법령 절차에 따라 공연

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근무처변경․추가허가대상이 아니고 

고용주 신고사항임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4조) 

나. 허가요령

근무처변경․추가 사유 발생 시 미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에게 체류자격 변경․추가허가를 신청

사무소장 등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계약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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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⑤공연 추천서(영상물등급위원회 발행)

⑥신원보증서 원본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세부자격 약호 E-6-1 및 E-6-3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아래 자격변경 대상자를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전문예술․체육인의 

경우 본부승인을 얻어 변경 허용

☞ 허가기간 : 변경허가일로부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 + 1개월 부여

1. 유학(D-2), 구직(D-10) ➠ 예술흥행(E-6)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

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

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

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또는 공연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 고용․공연추천서(문화

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프로스포츠 연맹 등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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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2. 무사증(B-1․B-2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 ➠ 예술흥행

(E-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시에는 자격변경 허용*

* 입단테스트등을받기위해입국한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및상금이걸린국제대회

참가자 등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받아 사무소장 등이 재량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기산일기준은자격변경일이아닌입국일임)

* 사무소장 등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호텔․흥행(E-6-2) 분야에 해당하는 활동은 체류자격 변경을 금지

3. 일반 체류자격*으로 장기 체류 중인 자가 현재의 체류자격 활동을 그만

두고 귀국 전에 단기간 방송출연 또는 모델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예술

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 E-6 또는 취업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F-2, F-4, F-5 등) 소지자 제외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5.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또는 공연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 고용․공연추천서(문화

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프로스포츠 연맹 등 발급)



- 132 -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대상자

근로계약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으로 계속하여 체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E-6자격 등록외국인

나. 허가기준 : 1회 부여 체류기간연장 허가기간

E-6-1, E-6-2 근로계약기간 + 1개월(최대 2년)

E-6-3 공연추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최대 1년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 추천서 발행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③ 고용계약서 (또는 공연계약서)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신원보증서

(E-6-2자격만 징구)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필요 시 1 - 2종 제출)

* 재직증명서, 외국인 고용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면제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외국인등록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및 확인사항

 가.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단체 및 기업 등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초청단체 또는 소속 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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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목차

③ 채용신체검사서* 1부 (E-6-2만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절차에 따르고, HIV반응 및 마약검사 항목은 필수 

검사항목이 아니며, 회화지도(E-2) 강사 등에 대한 지정병원제 규정 비적용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나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변경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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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

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

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3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

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고용계약서 
⑤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3.“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의전

외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취업허용 국가 : ‘09. 8월 현재 25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

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

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취업허용 범위

각급 대학, 학원 등에서 외국어강의(E-2)

영화, TV단역 출연 등 문화활동 관련 직종(E-6), 문화연구언론기관등의 교열․

통역․번역 등 외국어관련 직종 및 외국인 학교 교사(E-7), 기타 내국인 대체

불능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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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D-1, D-6, E-1, E-3

E-7중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국내 채용 필수전문인력, 외국계

회사의 경영자문 컨설턴트 등의 직종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09.3.9)

     -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충족자)

4.“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범위(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취업허용 범위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

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외교부(의전외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 필수

해당 자격 입증 서류 : 해당 체류 자격의 자격외활동서류

5.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6.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유학(D-2), 일반연수(D-4) 및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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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7.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8.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9.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례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례

  가.가. 국제학교의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자격요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직계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

나.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자격요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국민인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별도 자격요건 

없이 허용*

* 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재학생 부모나 교직

원의 가족, 해외 본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공인영어시험 TOEIC 800점

이상 또는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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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목차

근무처변경․추가 신고

사전 허가대상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

(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기능공〔뿌리산업체(740), 일

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700), 농축어업(610)

사후 신고대상 상기 10개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 주방장 및 조리사의 경우 원 근무처 외 타 근무처에서의 근무시간은 

원 근무처 근무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가. 자격요건

판매사무원 등 10개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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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근무처변경․추가 허가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 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⑤고용계약서 ⑥사업자등록증

   ※ 사유서와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가. 적용대상자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

(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기능공〔뿌리산업체

(740),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700), 농축어업(610)〕(법무부고시 제11-510,

‘11.10.4. 참조)

나. 제출서류

① 휴․폐업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세신고서 등 (해당서류 중 1종)

②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고용계약

조건 위반 행위, 고용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

③ 새로 고용 계약한 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에 준하여 제출)

체류자격

부 여

 목차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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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체류자격변경허가 일반기준】

허용대상

- 특정활동(E-7) 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심사기준 등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을 준용

국민대체성, 국익, 업체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

청인원의 적정성 심사 

-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단,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분

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

체는 총 국민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사무소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

용하고, 별도 기준이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

【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등 설정 직종 】

◦고용업체 + 허용인원 : 국내복귀기업 생산관리자(1413), 선박관리전문가

(1512), 여행상품 개발자(2732), 판매사무원(31215), 호텔 접수사무원(3922),

의료 코디네이터(S3922), 관광통역 안내원(43213), 주방장 및 조리사(441),

해삼양식 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기능공(740, 700, 610)

◦고용업체 :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1522), 행사기획자(2735)

◦허용인원 : 디자이너(285)

-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심사 

‣ 근로계약금액이 고용업체에 근무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60% 미만이

거나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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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1. 유학(D-2), 구직(D-10) ➠ 특정활동(E-7)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

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

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

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④경력증명서 ⑤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 1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해서도 취업허용 및 고용추천서 제출 생략(단, 고용추천 필수 직종은 제외)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3.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 학위증 ⑤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⑥ 주무

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⑦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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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4.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자격변경

가. 대 상

소지하고 있는 사증에 관계없이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체류자

나. 체류허가 기간

최초 체류자격 변경 시 : 고용계약기간을 감안하여 1년 범위 내

체류기간 연장 시 : 고용계약기간을 감안하여 2년 범위 내에서 부여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해당국 교원자격증(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

증명서’) ④ 학교장 추천서 ⑤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해당자) ⑥ 신원보증서 

⑦ 학교설립관련 서류 ⑧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과 동일) ⑨ 채용신체검사서

※ 아래 자율검증대상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됨

 해당국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E-7)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채용신체검사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별지서식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HIV 및 마약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는 필수 검사항목)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5.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대 상

  벤처기업 등 제조업체의 IT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 관련지식을 겸비하고 e-business 등 IT응용산업 

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 기준

정보기술(IT) 및 전자상거래와 기업정보화(e-business) 등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동 관련학과의 학사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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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경력증명서(학사이상 학위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⑤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 

※ 고용추천서 발급기관

첨단기술인력 :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 IT 벤처기업중소기업연합회

전문기술인력 :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 본(지)부장 발행도 인정), 지방자치단체

6.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공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자격요건 (①, ②, ③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E-9․E-10․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취업한 자

② 35세 미만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단, 뿌리산업법 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4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취업분야 직종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최근

1년간의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인 자*

* 자격증의 종목은 현행 F-2자격 부여대상인 기계․금속 등 15개 분야 48개 

종목을 준용하고,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직종별 월급여’를 기준으로 함

③ 3급 이상(단, 뿌리산업법 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2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보유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한국어능력 보유여부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으

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여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회통합프로그

램 이수증으로 확인

나. 허용업종 및 업체별 허용인원 기준

국내 고용상황을 감안, 취업허용직종은 제조․건설․농축어업직종으로 

제한하고, 업체별 최대 5명(제조․건설업 5명, 농축어업 3명)까지 고용 허용*



- 143 -

체류자격

변경허가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 단, 뿌리산업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체는 국민피보험자 수가 5 ~ 9명이어도 1명 

고용을 허용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 -

* 현행 고용허가제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기준의 1/10범위 내에서 최대 허용인원을 

설정하고, 농축어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영농규모증명서의 영농종사자 수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된 근로자(합법체류외국인 포함) 숫자로 산정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학위증명서(단, 뿌리산업법 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또는 최근 1년 간 소득

입증서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증, 고용계약

서 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고용업체 관련 서류 (업체변경 시)

*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1. 제출 서류 및 확인사항

 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개인(납세사실증명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 발급)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⑤ 신원보증서 원본(아래 직종에 한해 징구)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

(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

(7430), 숙련기능공〔뿌리산업체(740),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700), 농축

어업(610)〕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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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2. 협정상 사증․체류허가 특례적용대상자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

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독립전문가(IP)

적용대상

-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요

건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협정상 양허직종(162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전문가에게만 적용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 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E-7지침 일반 적용)

사증특례

-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체류기간으로 하는 단수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계약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부여)

체류특례

- 체류기간연장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제한 (사고·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의 필요성이 인

정되는 경우는 일반 체류지침에 따라 처리)

나.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 국내 채용 전문인력

적용대상

- 모회사의 국내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국내

에서 채용되고 해당 직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내업체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E-7지침 일반 적용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등 우대)

사증․체류특례

- 1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1회에 한해 6개월간 

체류기간연장*을 허용하며 가족동반은 허용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일 기준 직전 입국일로부터 최장 1년 6개월까지만 체류가능하며, 귀국 후 

본사에서 다시 주재원 등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D-7 또는 

D-8) 발급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무직원

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 법률사무소 설립관련 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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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외국인등록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채용신체검사서(외국인학교 등의 교사만 해당)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나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변경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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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5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

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5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활동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

해 당 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3년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

근무처의

변경․추가

 목차

출입국관리법」제21조 및 「외국인고용법」제25조에 의거, 비전문취업자의
근무처 변경에 대한 허가권자는 법무부장관임 

 가. 근무처 변경(이동)의 제한

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의 변경 신청 가능

 나. 변경 횟수의 제한

비전문취업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취업가능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

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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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목차

- 다만, 휴․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무처를 1회 변경한 경우가 3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1회를 

추가하여 근무처 변경 허용

건설업종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특례

- “동일 원청 현장 내 업체 간 외국인력 이동”의 경우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근무처변경 허가

-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동일 현장 내 업체간 인력 이동에 

대해서도 공사현장 총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정의 자율성 부여

다. 근무처 변경사유의 판단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상에 규정된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변경 가능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귀책 등으로 인한 해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근로계약 해지 등이 포함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사회통념 상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근무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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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목차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고용노동부 고

용센터)하여야 하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

경허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받아야 함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해소일로부터 기간 계산

- 사유 해당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사업장

변경신청기간 연장접수확인서에 산재입증서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을 신청

- 체류기간연장허가수수료는 면제

-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기간 중에라도 사유가 해소되어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사업장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의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취업을 개시하여야 함

- 3년 취업기간 중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재고용에 의한 취업기간 연장 

허가기간 중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허가서 사본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신원보증서 원본

⑤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

⑥ 건설업체의 경우 해당 현장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가 작성한 “건설

현장에 대한 외국인력 현황표”(고용노동부「외국인 고용관리 지침」

서식, 【붙임 3】참조)

2. 농업분야 근무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추가

계절적으로 업무량의 차이가 큰 일부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무급휴직 처리)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 사업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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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가. 신청 절차

신청자격 : 작물재배업(계절적 농업)에 근무 중인 비전문취업(E-9-3)

자격자 (농협 대행 가능)

신청방법 : 원 근무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접수(농협 대행 가능)

다. 고용주 신고의무(농업분야)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고용주 신고의무는 원 근무처 고용주와 추가 근무처

고용주에게 모두 적용

- 단, 정상적인 절차로 복귀하는 경우 원 근무처 고용주 신고의무 면제

근무처 추가 허가 시 부터 근로계약 종료로 복귀하기 전까지 해고, 이탈,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근무처의 고용주가 신고

- 원 근무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나, 추가 근무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다른 경우에는 양쪽 사무소에 모두 신고  

근로자가 중도에 복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원 근무처 고용주가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추가근무처의 

고용허가서 사본 ③ 추가근무처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영농규모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없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⑤ 외국인

근로자(신청자)의 위임장 (대행 시)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1. 기타(G-1) 자격 소지자의 비전문취업(E-9) 자격 회복절차 

가. 대상자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 후 산업재해 치료 등을 위해 기타(G-1)자격으로 

변경 후 국내체류 중이던 외국인근로자 중 국내 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

※ 체류기간 상한(입국일로부터 기산) : 비전문취업자(E-9) 3년, 다만 3년 만기 

체류자 중 고용주가 재고용한 경우 1년 10개월 이내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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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허가서 사본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신원보증서 ⑥ 입국 후 3년 만료 재고용에 따른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의 경우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취업활동기간연장을 받은 비전문취업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가. 적용대상

‘09. 12. 10. 이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주가 재고용을 신청하여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붙임2】를 발급받은 비전문취업자

3. 구직신청자 특례

가. 대상 

체류기간 만료일이 구직등록기간 만료일 이전에 도래하는 자로서 

잔여 체류가능 기간이 총 체류가능기간(3년) 기준 최소 4개월 이상

남아 있고 사업장변경 가능횟수가 남아 있는 자

나. 허가기간 : 구직등록필증 발급일로부터 90일 범위 내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자진출국 각서  ③ 구직등록필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

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목차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지 관할 

사무소(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면제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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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외국인근로자가 교육 중(또는 외국인등록 전) 고용회사의 폐업, 휴업,

기타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관계를 개시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

에서 사업장 변경을 해주는 경우 근무처변경허가가 아닌 변경된 

사업장으로 외국인등록

☞ 추가서류 :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동 지침에서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마약류(마약 향

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함

** 등록 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일 것

※ 건강진단서 및 마약검사확인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 불가)

고용변동

신고

 목차

1. 고용변동신고

가. 신고의무자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나. 신고기한

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제1항, 법시행령 제24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제2항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등에게 신고

다. 신고방법

방문신고 체류지 관할 사무소 직접방문 신고

팩스신고(1577-1346) 및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www.hikorea.go.kr)

‣ 체류지 관할 사무소 구분 없이 신고 가능(시스템 상

에서 자동 구분)

‣ 신고기한(사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만 처리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변동신고와 일원화 실시(2011.10.17)

라. 신고사유 및 조치사항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한 때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외국인이 사망한 때

고용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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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 한 때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근무처의 명칭 변경

-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바. 제출서류

①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별지 32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

(소재불명 신고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 예상소재지 등을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고용주 신분증(고용주 직접 신고 시) ④

회사 직원 대리 신청 :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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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취업(E-10)

활동범위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

그 간 선원취업(E-10) 자격은 ‘단순노무지침’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과 함께 

규정하였으나,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선원취업(E-10)자격에 대한 

지침을 분리하여 적용

해 당 자

내항선원 (E-10-1)

-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정기여객)·제2호(내항부정기여객) 및 제23조제1호

(내항화물운송)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

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

어선원 (E-10-2)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정치망 어업) 및 제43조제1항제1호(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

하는 자

순항여객선원 (E-10-3)

-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1년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외 활동 대상 아님

근무처의

변경․추가

 목차

선원취업자가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협중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 변경 신청 가능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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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급 외국인 고용추천서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산재서류 또는 진단서(필요시) ⑥ 신원보증서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1. 연장 기준 및 절차

 가. 연장기준

1회 부여할 수 있는 선원취업자의 체류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최초 입국 후 최

대 3년까지 체류 허용

- 단, 재고용에 의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국

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허용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신원보증서

⑤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E-10-1, E-10-3, 한국해운조합), 선원취업활동

기간연장 추천서(E-10-2, 수협중앙회)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체류허가기간 중에 고용해지 등으로 구직 중인 자는 고용해지일로

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대    상 : 잔여 체류가능 기간이 총 체류가능기간(3년) 기준 최소 4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② 각서

※ 체류기간연장허가수수료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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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2. 선원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절차(재고용 특례)

가. 대 상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및 순항여객선원(E-10-3) 자격으로 최초 

입국 후 3년간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자

※ 수협중앙회 등에서 대상자에게 선원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연장추천서
【붙임 2】발급

나. 체류기간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총 체류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신청절차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허가 신청

※ 최종 체류기간 연장 허가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선원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연장 추천서

③ 선원근로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신원보증서(보증기간 도과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원취업자는 체류지 관할

사무소(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면제

외국인등록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③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채용신체검사서에는 마약검사 포함 (2012. 8. 1. 시행)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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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목차

1. 고용변동신고

가. 신고의무자

선원취업(E-10)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자

나. 신고기한

법 제19조제1항, 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주소지 관할 사무소장 등에게 신고

다. 신고방법

방문신고

- 체류지 관할 사무소 직접방문 신고

팩스신고(1577-1346),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

- 체류지 관할 사무소 구분 없이 신고 가능(시스템 상 자동 구분)

- 신고기한(사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리

라. 제출서류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고용주 직접 신고 시)

회사 직원 대리 신청 :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마. 신고 사유 및 조치사항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한 때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외국인이 사망한 때

고용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한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때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근무처의 명칭 변경

-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2. 고용주 준수사항

각종 신고사항 준수

무단이탈, 인권침해, 부당대우,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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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목차

선원취업자 외출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휴대 조치

관계기관의 실태점검에 대비 근무처(또는 근무장소)에 선원취업자 

명단 비치

선원취업자 출국 희망 시 즉시 출국조치

※ 초청자가 준수사항 관리소홀 및 신고의무 등을 태만히 한 것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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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

활동범위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

해 당 자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대한민국정부수립(1948.8.15.)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1세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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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공통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E-2

④ 학위증(E-2 자격요건과 동일) ⑤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채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E-7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채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4.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목차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①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②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국내 출생 외국인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격부여를 받아야 함

1. 주한미군 현지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

방문(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2.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

자격 부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③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

서류 ④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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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체류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 

가.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③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중국의 경우 호구부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필수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친인척 관계 증명서류(친인척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③ 신원보증서(민법상 성년인 자에 한함)

추가서류

④ 사유서(국내체류가 불가피한 사유) : 민법상 성년인 경우

⑤ 출생증명서 : 민법상 미성년인 경우

- 일본, 대만의 경우 호적등록원본, 중국은 호구부

1.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방문동거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한국계 

외국인

2.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의 비세대동거인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상자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불가 

: 공관 사증발급이나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 입국

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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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주한 외국공관원의 비세대동거인 외교․공무 자격자의 가사보조인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한 해당공관의 요청공문

③ 공관원신분증

④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한 해당공관의 요청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외교관신분증명서 사본

주한 외국공관원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A-1,A-2)의 동반가족 범위

1.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61세 이상의 부모

3. 60세 이하의 부모로서 체류 중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

4. 민법상 미성년인 미혼동거 자녀

5. 26세 이하의 한국 내 정규교육기관에 full time으로 재학 중인 미혼 

동거 자녀

6. 민법상 성년의 미혼동거 자녀로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3.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중국인인 민법상 성년인 미혼친자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범위 확대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실종된 경우：F-6 소지자 또는 한국국적 

취득자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중인 경우：F-6소지자로 

귀화허가 등 국적취득 신청자 또는 한국국적 취득자

➠ 이들의 중국인 성년친자에 대한 체류허가는 동일하게 부여하되 허가 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내에서 부여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 및 미혼확인 서류(호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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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대상자

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결혼이민자 부모의 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장기체류 허용

-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 장기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적극 허용

나. 결혼이민자의 가족

결혼이민자 가족(부모 제외)의 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제한적인

장기체류 허용(출산 자녀가 보육료 지원연령 만5세)

- 부모 사망, 고령 등의 사유로 부모의 출산․육아지원이 

어려운 경우 장기체류 허용

- 장기체류 사유가 인정될 경우 부모와 동일하게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가족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인척) 중 

여성으로 제한되며 1명에 한해 장기체류 허용

체류자격 방문동거(F-1-5)

허가기간

1년 체류기간 부여(이후 체류기간연장은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만료일부터 2년 범위내 연장허가)

- 단,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10개월까지 체류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

④ 신원보증서

③ 신청인 부모의 혼인생활 유지여부 확인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실종 또는 이혼, 별거 등의 경우 추가입증서류

      (사망진단서, 이혼판결문, 자녀․가족 부양확인 서류, 귀화허가접수증 등)

  ④ 국내체류가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입양확인서, 진단서 등)

⑤ 신원보증서

4.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5.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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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다. 체류허가 기간다. 체류허가 기간 : 매회 6개월 범위 내: 매회 6개월 범위 내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 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

((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종료 시까지 체류허가지났더라도 소송종료 시까지 체류허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② 신원보증서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④ 체류 관계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심사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서류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6.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방문동거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증명서

7. 외국적동포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국내에 합법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의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허가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③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

8.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13)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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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가. 해당자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제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정부기관, 법인 등 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 대상이 아님

- 체재비(1년간 생활비)

· 1년 간 생활비: 1인 기준 한화 1,200만원 상당

- 재정요건(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

·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은 연간소득 2,600만원 이상 또는 1억 4,00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보유 등 재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기타 요건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범법사실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인정서)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사무소장, 출장소장)

체류지 관할 사무소(출장소)

체류기간 2년 이내 허가(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범위 내)

라.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유학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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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④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

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9.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화교협회 호적부 등

③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 : F5나 F2인 대만국적의 부 또는 모)

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1. 국내 친․인척 방문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본

③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중국동포1세로서 방문동거(F-1)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 및 그 

존비속과 친척방문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가. 허가기준 : 국내친척 등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함

나. 체류허가기준 : 허가일로부터 1년 범위

계속 체류 허용하되 1년씩 체류연장 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동포1세 또는 가족, 친척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타 신분관계자료

③ 호구부, 거민증 등 기타 본인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④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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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3. 주한외국공관원의 비세대동거인 또는 가사보조인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공관원 신분증  ③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④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에 한함)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민법상 성년인 미혼 친자

가. 취업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국내체류불가피성이 지속될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나. 실태조사：체류자격 변경일 기준 매1년마다 체류실태 조사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계속 체류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해야 함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체류 불가피성 입증서류    ③ 신원보증서

④ 부모 혼인생활 변동이 있는 경우 사실 입증 서류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다. 체류허가 기간다. 체류허가 기간 : 매회 6개월 범위 내: 매회 6개월 범위 내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 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

((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종료시까지 체류허가지났더라도 소송종료시까지 체류허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신원보증서(신원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③이혼 사실이 기재된 ②신원보증서(신원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③이혼 사실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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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혼인혼인관계 증명서 ④ 체류 관계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⑥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6. 외국인투자자 및 우수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가. 허가기준

고용주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체류기간 중 고용주와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해야 하며, 가사보조 활동

외의 취업활동 등 금지

고용계약종료, 고용주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가사보조인 자격 상실 시 

출국원칙

초청자 1인당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은 1명으로 제한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③ 신원보증서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7.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 

가. 권한 위임

체류지 관할 사무소(출장소)

나. 체류기간 부여

체류기간 2년 이내 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외국인유학생 재학 입증하는 서류(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③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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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8.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면제

외국인등록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2.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F-1-13)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

③ 외국인유학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④ 외국인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유학생이 외국인등록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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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주(F-2)

활동범위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해 당 자

 목차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

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ㆍ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

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

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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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3년

체류자격외

활동

1. 기타 장기체류자(F-2-99)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준

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동 거주자격 취득 후 이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예시) 회화지도(E-2) 자격자가 거주(F-2-99)자격 취득 후 학원강사 활동과 

함께 통역⋅번역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한 경우 

동 거주자격 취득 후 거주자격 취득 전의 체류자격 활동을 중단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취업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예시) 

       - 교수(E-1) 자격자가 거주(F-2-99) 자격 취득 후 은퇴하고, 특정활동(E-7)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방문동거(F-1) 자격자가 거주(F-2-99) 자격 취득 후 회화강사(E-2)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1년간) 체류

자격 부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적취득증명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1. 국민의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 대상자 : ①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②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으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동포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는 방문동거(F-1) 사증 및 체류자격을 부여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적용

나. 시행일 : 2011.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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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배우자 미성년 자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③ 초청장(붙임 1 양식)

④ 혼인배경 진술서(붙임 2 양식)

⑤ 양국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⑥ 재정(소득) 입증관련 서류(재직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⑦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교제경위서 등

⑧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  

-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② 가족관계 입증 서류(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호구부 등)

□ 거주(F-2-2, 국민의 미성년자녀) 사증․체류지침관련 업무지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제외대상자

-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

※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지침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기존 방문동거(F-1-1)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확인즉시 수수료 없이 거주(F-2-2)자격 변경

②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판결문 등)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도 없는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정증서)

③ 국민의 외국인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④ 자녀의 호구부 및 거민신분증

⑤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⑥ 신원보증서(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

2.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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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⑨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

력에 관한 증명서’

※ 영주(F-5)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

자격 변경 시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 제출 생략 가능.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⑩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

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⑪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등)

3.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난민인정증명서

4. 고액투자자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가. 근  거 : 투자외국인에 대한 거주(F-2)자격 부여 체류관리지침

나. 대상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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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임금총액 =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액

(상여금+성과급)/12}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3년간)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③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5.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가. 근  거 :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변경 체류관

리지침

- 2014.05.22. 개정 법무부훈령 제946호(2014.05.22. 제정)

나. 체류자격 변경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 당시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② 과거 10년 이내에 산업연수(D-3)․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과거 ‘내항선원’ 자격 포함)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업․건설업․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서 취업한 자

《취업기간(4년)의 계산》

① 과거 취업기간은 기술연수(D-4),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내항선원’자격 포함) 등에 의하여 취업한 기간을 합산

②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1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국내 취업기간으로 봄

다. 요 건

상기 체류자격 변경 대상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했거나(이하, ‘기술․기능자격 요건’이라 한다),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이상일 것(이하, ‘임금 요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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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임금요건‘ 해당여부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 보도자료(고용노동부 http://laborstat.molab.go.kr에서 확인) 참조

※상기 ‘임금요건’에 해당하여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4년 이상의 취업활동 기간 중 3년 이상 동일 산업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함

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

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일 것

④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등급을 취득

하거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4단계(중급 2) 이상을 이수한 자일 것. 다만,

제①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 등급 중 산업기사 이상 보유자 또는

대한민국에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최근 1년 이상 2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가 유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

계약서사본 또는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과거 취업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음

④ 취업예정사실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향후 ‘종전 체류자격에 해

당하는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별표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제2항제1호 ‘기술․

기능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임금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제2항제1호 ‘임금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⑦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다만 제3조

제2항제4호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거나 졸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취업의 범위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으로서 거주(F-2)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 이외의 분야에 취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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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목차

체류자격 비 고

E-1 ~ E-5, E-7
D-5, D-6, D-7, D-8, D-9 제한 없음

E-6
호텔․관광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활동자(E-6-2)는 신청대상
에서 제외  

D-2, D-10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바. 거주(F-2)자격의 취소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으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강제퇴거가 결정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6.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자격 변경허가

가. 근  거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및 관
리지침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27 거주(F-2) 체류자격 “자”목

가.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외국인

등록
⇨
체류자격

변경신청
⇨

역량평가/심사

(점수제)
⇨

F-2 

변경허가
⇨

F-5

변경신청

E1-7

D2, D-10

1년 이상

합법 체류

연령․학력․한국

어능력․소득 등

120점 중 

80점 이상 

허가

F-2로 3년

합법 체류

나. 신청대상

신청가능 체류자격

체류기간 요건 : 신청대상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함

- 단, D-2나 D-10 자격에서 신청이 가능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다. 허가 요건

점수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취득 점수의 합계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함

- 평가항목별 배점(총 120점) 및 기준 점수(80점)



- 176 -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구분

공통항목(90점) 가감점항목(30점)

총배점 기준점수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현소득 가점 감점

배점 25 35 20 10 30 -5 120 80점 이상

라.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③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④ 소득관련 입증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⑤ 고용계약서  ⑥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및 자녀)

⑦ 기타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확인서, 소득세 납세 입증서류,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점수표상 가점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해당사항 

있는 경우)

≪점수제로 거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자 영주(F-5) 자격변경 허가 요건≫

•(생계유지능력)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이 있고, 신청일 기준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품행단정) 비전문직종 또는 유흥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등 체류실태가 건전하고 
국내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기본소양)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 거주자격 
취득 당시 한국어능력 항목에서 15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면제)

6. 부동산 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F-2-81)자격 변경허가

근  거 : 부동산 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및 체류

관리지침

- 법무부고시 제2013-198호

가. 기본방침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과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자격 변경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투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거주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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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목차

구   분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강원 평창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
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
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5억 원 이상

인천경제자유구

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운북복합레저

단지’ 및 ‘영종하늘도시 1-②단계 (복합리조트

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7억 원 이상

실질적 투자유치와 투자자의 국내체류 및 자유왕래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기준금액 미만 투자자로 계약금 등을 납입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방문동거 자격부여

거주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투자자격 유지 시 투자자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자격 변경

- 부동산투자 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영주자격 취득 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부동산 매도, 진행중인 계약 

해제, 회원권 양도 등) 분양회사*는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관할사무소장’)에게 신고해야 함

*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대상 부동산의분양또는회원모집계약을체결하고분양

등의 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부동산투자 유치기관을 말함

나. 부동산 등 자산투자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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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18의2)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

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

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시행령(제92

조의10)에 따른 별장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

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

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시행령(제92

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

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5억원 이상

전남 여수

여수세계박락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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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목차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

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시행령(제92

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

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부산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대’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 해운대관광리조트
: 7억원 이상

- 동부산관광단지 :

5억원 이상

다. 부동산 자산투자자 업무처리절차

입 국 ⇨ 사전심사 
/ 안내 ⇨

체류자격
변경신청/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

방문동거(F-1),
거주(F-2)변경/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영주(F-5)
변경신청

단기체류자
등록외국인 투자상담 부동산

계약․취득
배우자 등 가족
F-1자격 허용

투자자산
5년 보유

라. 신청 대상자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현직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 거주(F-2) 대상자

투자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 : 방문동거(F-1) 대상자

- 투자한 외국인은 ①등기완료자, ②콘도 등 회원, ③기준금액 이상 계약금 

등 납부자로 구분하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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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 완료자: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자

② 콘도 등 회원: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회원자격을 받은 자

③ 7억 이상 부동산 투자자 : 단일물건 분양가격이 7억원 이상인 고액부동산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잔금으로 2억원 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자로서 계약금 지급액과 예치금의 합계가 투자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부

동산투자 기준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

마. 신청기관

투자시설 소재지(투자시설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지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등록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신청

사.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F-2 대상자에 한함)

③ 분양회사가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서 확인받아 발급한 회원

증서,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 및 입금영수증 (회원인 경우에 한함)

④ 미분양주택 공실 확인서(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⑤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④ 외환반입 관련 입증서류 (외국환매입증명서, 해외송금영수증 또는 송금사실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은행 발행의 결제

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모두 징구)

⑤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법인을 통해 간접투자한 경우에 한함)

⑥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 증명서 (투자자의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의 자격변경 신청 시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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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분양회사의 의무

(신고의무) 분양회사는 해당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전부 또는 일부)한 경우, 회수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 신고

- 신고내용 : 투자자 인적사항(국적, 성명, 생년월일), 투자시설(물건명 및 

호실 등),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회수일자

- 신고방법 : 분양회사 대표명의 공문으로 신고

※ 단,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함

(현황 통보의무) 분양회사는 매월 말일 기준 투자현황을 익월 5일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

투자건수 투자금액
체류자격별 현황 국적별 현황

상환 내역
기타 특이사항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C-3 F-2

(신고 및 현황통보 대상기관) 분양회사는 투자시설 소재지 관할 사무소

장에게 신고 및 현황통보

관할 사무소장은 분양회사가 상기 신고 및 현황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양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등 체류허가, 대리

신청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차. 부동산 개발업자 등의 각종 허가 등의 신청대리

대리 허용범위

- 거주(F-2) 자격 변경 신청 등 이 지침에서 정한 체류허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전심사 안내관련 신청 및 교부

대리 자격

- 분양회사의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신청대리 절차 및 기준

- (별첨 3) 신청대리 서식 및 대리위임장 작성 제출

- 외국인투자자가 국외 체류기간 중 신청 대리위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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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9)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기본방침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

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 편의 제공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

(C-3)을 발급하여 출입국편의 제공

나. 투자이민 유형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정책금융공사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 예치된 금액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낙후
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
상을 출자하는 방식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

지역 발전촉진지구’(‘12년말기준영주, 안동, 예천의 4개 사업)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12년말

기준 영암․해남, 태안의 2개 지구)

다. 유형별 투자이민 기준금액

일반투자이민 5억원 이상

55세 이상의 

은퇴투자이민

3억원 이상*

* 단, 투자금 이외에 거주(F-2) 체류자격 취득시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시 국내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연계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
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투자기준금
액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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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고시 ⇨ 개발사업자 등록신청 ⇨ 최종 승인

법무부장관
고시된 지역 관할
출입국사무소

법무부장관

라. 개발사업자의 등록절차 

(1).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소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음을 입증

하는 서류 (예: 고시문, 공문 등 공적서류)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는 시․도지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문화

체육관광부가 개발사업자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이 포함된 투자유치 계획서

투자금 운용 방안 및 투자의 위험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약서 양식

(2). 등록 절차 

(신청)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자가 관

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문서로 투자유치기관 등록 신청

* 법무부장관이고시한지역을관할하는사무소(시행초기임을고려하여출장소장은제외)

(승인)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제출서류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상신

(등록)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투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개발사업자에게 공문으로 고지

마. 개발사업자의 각종 허가 등 신청대리 

(대리 허용범위) 거주 자격 변경 신청 등 이 지침에서 정한 체류허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전심사 안내 관련 신청 및 교부

(대리인 자격) 분양회사의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신청대리 절차 및 기준) 별첨1), 2) 신청대리 서식 및 대리위임장을

작성 제출

※사증발급인정서를제외하고는외국인투자자가국외체류중에신청대리위임은불가

바. 개발사업자의 의무

(신고의무) 개발사업자는 해당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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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 투자자 인적사항(국적, 성명, 생년월일), 투자시설(물건명

및 호실 등),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회수일자

- 신고방법 : 개발사업자 대표명의 공문으로 신고

(현황 통보의무) 개발사업자는 매월 말 아래 양식에 따라 투자유치 현

황을 통보 

투자건수 투자금액
체류자격별 현황 국적별 현황

상환 내역
기타 특이사항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C-3 F-2

※ (신고 및 현황통보 대상기관) 개발사업자로등록된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에게

신고 및 현황통보

사. 투자유치기관(한국정책금융공사 및 개발사업자)의 의무

(신고의무) 투자유치기관은 해당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

득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현황 통보의무) 투자유치기관은 매월 말 아래 양식에 따라 투자유치 

현황을 통보 

총 투자금액 투자건수 체류자격별 현황 국적별 현황 중도상환 내용 기타 특이사항

C-3 F-2

(신고 및 현황통보 대상기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

소장에게, 개발사업자는 투자유치기관을 등록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에게 신고 및 현황통보

※ 신고의무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투자

유치기관이 투자자의 체류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기과 같이 투자유치

기관을 관할하는 사무소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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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투자유치기관이 상기 신고 및 현황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 유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투자유치기관이 기한 내에 신고 및 

현황통보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유치

기관 지정 취소 요청

사.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의 거주(F-2) 체류자격변경 등 관리기준

(1). 업무처리절차

입 국 ⇨ 사전심사 / 안내 ⇨   체류자격변경신청 ⇨ 거주(F-2)변경 ⇨ 영주(F-5) 변경신청

단기체류자
/등록외국인

투자 및
체류상담

투자(출자) 요건 심사
5년간
투자유지

(2). 거주(F-2)자격 변경 신청대상 및 허가요건

신청대상자

-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5억원 이상을 출자

(예치)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단, 55세 이상 ‘은퇴투자이민자’로서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완화

-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과 부동산투자이민

으로 고시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산액이 해당 부동산투자이민 대상의

투자기준금액 이상인 외국인

예) 인천 부동산투자이민 대상에 6억원 투자하고, 공익사업투자이민 대상에

1억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F-2) 자격 부여

아. 신청기관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예치한 외국인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개발사업에 출자한 외국인은 해당 개발사업자가 등록된 출입국관리사무소

※ 등록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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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거주(F-2)자격 ‘바’목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

으로 한다]

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사진, 수수료

②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③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 (예: 외국환매입증명서, 해외송금영수증, 송금

사실증명서 등)

④ 가족관계 증명서 (투자자의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의 자격변경 신청시에한함)

⑤ 은퇴투자이민자는 3억원 이상의 자산(예금, 부동산 등 국내외 자산) 입증서류 

※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⑥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개인이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한함)

⑦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

당자에 한함)

8.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자격 변경허가

가. 기본원칙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체류기간 동안 실정법을 준수

하고 독립생계가 가능하며 국내 정주의사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허용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능력 없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 억제

나. 자격변경 요건 

신청대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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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 ① 및 ②에 대한 체류기간 산정기준 ≫

○ 출국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 거주(F-2-99)자격 신청 대상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체류기간 계산 

※ 예시1) F-1 4년 + E-7 2년 + D-8 1년 체류 시 신청 허용

      예시2) 거주(F-2-99)자격 신청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D-2로 4년 체류후 

E-7로 변경시 D-2 체류기간은 합산 안됨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시행규칙 제32조), 출국기한 유예(시
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체류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 : 7년 이상 계속 체류

* 기업투자(D-8) 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기준금액(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 필요

②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자격 : 5년 이상 계속 체류

연령기준 :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

생계유지 능력 요건 (※ 아래 ①, ②요건 모두 구비)

①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명의로 3천 만원 이상의 자산 (예금,

부동산 등) 보유

- 단, ①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②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③ 예금은 통장 등을 

통해 진정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②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연간소득(연금포함)이 한국

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 단, 특정활동(E-7) 자격 중 법무부고시 제11-510호(2011.10.10)에서 근무처

변경 추가의 허가제 적용 대상*은 국민총소득(GNI) 1.5배 이상 필요

*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해삼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제조업 현장관리자, 건설업현장관리자, 

농축어업 현장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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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목차

기본 소양 요건

-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다. 신청기관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라.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청사유서(별첨)

③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2종 이상)

- 예금잔고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서류 중 택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령입증서류, 납세증명서 등 서류 중 택일

④ 품행단정 및 기본소양 입증서류

- 국내 경찰관서 발급 범죄경력회보서

※ 단, 회화지도(E-2) 자격자로 본국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동 조회서 추가 징구

- 2급 이상 한국어능력시험성적표(국립국제교육원 발급) 또는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이수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급)

⑤ 기타 사무소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공무원으로 임용된 외국인에 대한 거주 자격변경 허가

가. 대상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관련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아”목에 해당하는 자

나.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

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③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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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민의 미성년자녀
(F-2-2)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가족관계 입증 서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2-3)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③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난민인정자
(F-2-4)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고액투자자
(F-2-5)

기타 장기체류자
(F-2-99)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신원보증서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1. 아래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서류

2.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최근 1년 이상 2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가 유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

계약서사본 또는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과거 취업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제

할 수 있음

④ 취업예정사실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향후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

하는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별표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제2항제1호 ‘기술․

기능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임금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제2항제1호 ‘임금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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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허가

 목차

3. 부동산 자산투자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가. 신청 대상자

거주 또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투자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

나. 허가요건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F-2 대상자)

미화 10만 불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의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하여 투자를 진행 중일 것 (F-1 대상자)

다. 신청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 (신청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것일 것)

③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④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⑤법인의 임원, 주주의 경우 자격변경 당시의 법인 임원,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해당 법인명의 공문, 재직

증명서, 주식지분 확인자료 등)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9)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허가대상)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투자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 자녀

나. (허가요건)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손익발생형의 경우 투자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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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다. (신청 및 첨부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최근 5일 이내 발급한 투자금 유

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등)

③ 가족관계증명서(동반가족의 경우)

-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체류

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

④ 법인의 임원, 주주의 경우 자격변경 당시의 법인 임원,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해당 법인명의 공문, 재직증명서,

주식지분 확인자료 등)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기준

동 거주자격 취득 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범법사실이 없는 경우 1회 최대 3년 체류기간 연장허가

동반가족으로서 주된 체류자격자와 함께 동 거주자격을 받은 경우 그 

동반가족은 주된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용

나. 체류제한 대상

강제퇴거가 결정된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거주허가를 받은 자

거주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타인명의여권 등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한 것

으로 판명된 자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생계유지능력입증서류

※동반가족으로서 주된 체류자격자와 함께 동 거주자격을 받은 경우 주된 체류

자격자의 생계유지능력입증서류 

   ③ 기타 사무소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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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

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면제

외국인등록

 목차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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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F-3)

활동범위 동반가족

해 당 자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

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

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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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공통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E-2
④ 학위증(E-2 자격요건과 동일) ⑤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

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채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E-7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채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1.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일본, 대만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1.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

사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동반(F-3)자격으로 변경허가

필수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 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추가서류 ③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 학위증 ⑤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⑥ 주무

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⑦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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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필수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추가서류 ③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면제

외국인등록

 목차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196 -

영 주(F-5)

활동범위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해 당 자

 목차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

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

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

(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

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

(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

의 임금을 받는 사람

자.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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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

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하. 거주(F-2) 차목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

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거.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너.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방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품행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상한 없음

체류자격외

활동
해당사항 없음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목차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영주(F-5) 자격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한 경우 영주(F-5)자격 부여

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신청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등)

③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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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외국적동포를 제외한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국내체류기간의 계산

완전 출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F-4는 

재입국면제)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 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

□ 영주자격 변경 제한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 과태료또는 100만원이하의범칙금처분을받고이행한자는제외

- 단, 부동산 투자자 및 공익사업 투자자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는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과태료처분 제외)한 

경우로 함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

해외범죄경력 확인에 따른 영주자격변경의 제한 대상자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살인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의 죄 

⋅폭처법 상의 단체등의 구성․활동 및 특가법 상의 단체 등의 조직 죄

- 기타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상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일 경우 정밀 심사 후 허가여부 결정

※사기, 공갈․협박범죄, 마약범죄 전과자에게는 영주자격변경 억제

□ 영주자격의 상실

가. 상실 대상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자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자

거주자격을 소지한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가 영주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자



- 199 -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 “영주자격 변경 시”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대상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영주자격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사람 

- 다만,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가능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상 중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 화교 2세 등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거주한자 

‣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

증명서 징구

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가. 대 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가목)

주재(D-7) 자격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요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신청일 기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

-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하며, 완전출국 없이 상기 ‘가’항의 대상 체류

자격간 자격변경의 경우 체류기간 합산가능

각 체류자격별〔첨부1〕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할 것

-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출 것  

요건

공통
- 연간소득이 GNI 2배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추가

- D8, D9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D9 중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등은 적용 면제)

- E7 : 학사학위 이상 소지 

특별적용
- 10년 이상 장기 체류자는 한국어능력시험 요건 면제
- E5중 국내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연간 소득이 GNI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다.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②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

예고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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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공통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② 재산관계 입증서류(국민의 배우자)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 단,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비속 

및 2002. 4. 18. 이전에 거주(F-2) 자격을 소지한 한국인의 일본

인 처는 신원보증 및 재산관계 입증서류 제출 생략

③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단, 아래 해당자는 생략 가능

‣ 과거 사증신청 및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

체결 국가)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 붙임 〔첨부1〕

2. 국민의 배우자(F-6), 국민의 미성년외국인자녀(F-2-2)   

1. 허가대상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의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나항목

2. 허가요건

가. 결혼이민(F-6, 기존 F-2-1)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서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나.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2)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다. “가”,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

하는데 필요한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을 갖출 것

 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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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체류한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않은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동안의체류국 정부가발행한범죄경력증명서징구

‣ 신청 당시 15세 미만인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추가

서류

① 실종선고 판결문

※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임

②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서류

③ 미성년자 양육 증명서류 : 자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

이나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단,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국민의 미성년외국인자녀

(F-2-2, 신청당시 만15세 미만인 자 또는 국내에서 초중등 교육

과정〔대안학교 포함〕을 2년이상 이수(졸업)한 경우 제외)인 경우에 해당

⑤ 국민의 미성년 자녀 : 출생증명서 등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체류관리과-700, 2011.1.31. 적용

3.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가. 대 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나목)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3)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요 건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기준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계속해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영주자격 소지자와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신청일 기준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계속해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제외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할 것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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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이 없는 경우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및 수수료 추가)

② 신원보증서    ③ 공적확인을 받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⑤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 본인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GNI 70%이상

이면 인정

⑥ 가족관계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등

다. 제출서류

4. 고액투자자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다목)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나. 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하였을 것

     * 투자자 본인만 영주자격 신청 대상임(투자자 본인 외 직원 등은 신청대상이 아니며,

외국인 2인 이상공동투자의경우 1인당 50만불이상이어야신청가능)

   국민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고용계약 당사자* 일 것

     * 해당 기업 소속 임직원이 아닌 국민과의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를 말함

   국민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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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④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⑤ 고용 내국인 5인 이상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본인의 소득

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고용 내국인의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바목)

종전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 제27호란의 거주(F-2)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 체류자격 포함)이 있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자

나. 요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현재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F-2)자격을 소지했던 자가 

재입국허가기간 도과 등으로 현재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F-2)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 포함)을 가진 적이 있는 자가 해외이주(완전출국)후 

역이주하여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③ 신원보증서

④ 재산관계 입증서류 

-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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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완전출국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해외 체류

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6. 박사학위증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사목)

가. 첨단기술분야의 해외박사학위증 소지자로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대상) : 첨단기술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기업에서 소지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 첨단산업은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

(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 등 임

(요건)

- 첨단기술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것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 신청일 기준 이미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자는 제외)

-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소지학위와 관련된 분야*의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을 것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박사학위증명서 사본

④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⑤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행)

⑥ 정규직 고용확인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대상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

(요건)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국내대학원에서소정의과정을이수하지않은채학위만취득한경우는해당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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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등 영주자격 신청 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것(소지한 박사학위 전공분야와 관련 여부 불문)

- 품행이 단정하며,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일 것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박사학위증명서 사본

④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⑤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7. 첨단기술분야 학사학위증 등 소지자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아목)

첨단기술분야의 학사학위증 소지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상호인증

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해당하는 사람

나. 요건

첨단기술분야*의 학사학위증 소지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상호인증

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할 것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 단, 국내 대학 석사학위 취득자와 국내 대학 이공계 학사학위 취득자는 전

공분야 제한 없이 허용(첨단기술분야가 아닌 경우도 인정)

신청일 기준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

* 해외학위또는자격증취득자는해당학위또는자격증으로국내관련분야에서근무하며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을 말하며, 국내 학위 취득자는 해당 학위 취득 이후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한기간을말함(단, 도중에완전출국한 경우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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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소지학위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의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을 것

*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도 합산가능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에 

해당될 것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학사학위증명서 사본

④ 자격증 사본(해당자)

⑤ 재직증명서

⑥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⑨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특정분야의 능력소유자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자목)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아래 표의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필수항목의 단일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 

5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② 필수항목의 합이 2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10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③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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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분야 능력소유자에 대한 점수제 항목 및 점수 

구 분
항   목

점수
기본사항 세부 추가사항

세계적 
저명인사

(50)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
과 권위를 가진 저명인사

전직 국가원수나 국제기구 전
직대표 등 50

노벨상, 퓰리처상, 서울평화상, 
괴테상 등 수상자 40

세계적 

연구실적

(30)

최근 5년 이내에 SCI(과학기술

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

학논문인용색인), A＆HCI

(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에 논문 

게재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30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

20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

20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 3년 

이상

15

세계적
 스포츠 

스타
(30)

대규모 국제대회 입상 운동선수 
또는 지도자

올림픽 동메달 이상 3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

에서 동메달이상

20

세계적 
대학 

강의경력
(30)

QS(Quacquarelli  Symonds),
THE(Times Higher Education),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y), CWUR (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 등 세계적 
권위의 대학평가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200대 대학 
근무 경력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5년 이
상 근무 30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3년 이
상 근무 20

해당 대학에서 강사 이상으로 3
년 이상 근무 15

세계적 
기업 

근무경력
(30)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
(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근무 경력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1년 이상 근무 30

해당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

25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근무 20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5년 
이상 근무 15

 □ 필수항목 : 총 2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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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무경력

(25)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

상 및 자본금 80억을 초과

하는 국내･외 기업 근무 

경력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근무 25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0
년 이상 근무 20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근무 15

지식재산
권 보유

(25)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만 해당)

특허권 2개 이상 보유 25

특허권 1개 이상 보유 20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1개 
이상 보유 및 관련 사업체 운영
경력 1년 이상

15

우수재능 
보유
(25)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 우수한 재능 보유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각
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시상
식에서 수상한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적 인지도 보유

25

해당 분야에 국제적으로 공인
된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세계
기록 보유

15

국제적 권위 있는 전시회, 박
람회, 공연회 등에 작품 전시 
또는 공연 경력이 있거나 심사
위원단 참여 경력

10

   ※ 동일 “구분” 내에서 항목이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인정

구분 항목 및 점수

연간소득 (30)
GNI 4배 이상 GNI 3배 

이상
GNI 2배 

이상 GNI 이상

30 20 10 5

국내자산 (30)
10억원 ↑ 7억원↑ 5억원↑ 3억원↑

30 20 10 5

학력 (20)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20 15 10 5

한국어능력 
(15)

고급 중급 초급

15 10 5

가점 (90)

추천서 국내 유학 납세 실적 국내 체류

20 10 10 10

사회 봉사 국민 고용 주택 소유 가족동반 체류

10 10 10 5

경영 경력

5

□ 선택항목 : 총 18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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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 상세>

 -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국내 
소득만 해당

               (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 국내자산 :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개인 순
자산만 해당

                  (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 학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 한국어능력 : 고급(토픽5･6급), 중급(토픽3･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초급
(토픽1･2급), 토픽은 ‘국립국제교육원’시행

 - 추천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국내 유학 :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이상 취득

 - 납세 실적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400만원 이상

 - 국내 체류 :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과거 총 체류기간 합산)

 - 사회 봉사 : 1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활동
                  (정부 또는 광역 지자체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공공이익을 위한 

활동 포함)

 - 국민 고용 : 신청일 기준 계속해서 국민 2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 주택 소유 : 2억원 이상의 국내 주택 소유(본인 소유만 해당, ‘국내자산’항목과 

중복 점수부여 가능)

 - 가족동반 체류 : 동반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 경영 경력 : 국내･외 사업체 대표자로서 3년 이상의 실질적 경영 경력 입증

  ※ 동일 “구분” 내에서 항목이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 인정
(가점항목은 예외로 항목 간 합산 가능)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③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9. 특별 공로자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차목)

국가의 독립 및 발전기여

-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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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자격으로 특별

귀화한 자의 배우자 및 자녀

**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증손자녀까지)중 연간소득이 GNI 이상인 자로,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국내 1년 이상 취업, 주재, 투자,

무역종사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등으로 임명․위촉되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 자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 기여

- 외교사절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과 파견국가간의 우호 또는 문화교류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 대한민국이 가맹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장․사무국차장 또는 이와 동등한 이

상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국제위상 향상에 큰 공적이 있는 자

-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과학분야 등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자

사회․복지․고용 분야 기여

-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관련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성직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원으로서 내국인 10명

이상 상시고용 등 국민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기여

- 국가기밀 또는 첨단산업정보 유출 방지,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에 공헌한 외국인으로서 대외정보 관련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국제적 인신매매, 마약, 밀입국, 여권위변조 등 국제범죄조직 적발에 

큰 공헌이 있는 자로서 수사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외정보기관․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등 중앙부처 관련 기관장임

기타분야 기여

- 범죄․재해․재난․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자

- 기타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등 상기 대상에 준하는 국가발전 및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공로를 인정한 자



- 211 -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제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사유서  ③ 신원보증서 ④ 훈․포장 증서(수상자)

⑤ 공로 입증 서류, 추천서(해당자)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10. 연금 수혜자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카목)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

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11. 점수제로 거주(F-2)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자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 3 파목)

점수제로 거주(F-2)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나. 요건

(생계유지능력) 신청일 기준 본인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일 것

(품 행 단 정) 비전문직종 또는 유흥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등 체류실태가 건전하고 국내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기 본 소 양)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단, 거주(F-2) 자격 취득 당시 한국어능력 항목에서 
15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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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②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행)

③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

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2. 부동산 자산투자자 및 그 배우자와 미혼자녀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 3 하목)

부동산투자로 거주(F-2)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및 그 배우자와 미혼자녀

나. 요건

결격사유가 없는 등 품행이 단정 할 것

부동산 투자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은 후 동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할 것 (배우자 및 미혼자녀도 동일적용)

- 공익사업투자와 전환투자 유지기간의 합산이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 재입국허가(면제)기간은 동 자격 유지 기간으로 인정

※완전출국(등록취소)후, 동일 거주자격을 재취득(재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기간과재취득 후유지기간을 합산하여인정

투자시설의․담보설정 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

※도중에투자요건을상실한경우, 투자요건을회복한시점부터종전보유기간을합산

하여투자상태유지기간 산정하며,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투자한기간과 공익

사업투자이민제대상에투자한기간(전환투자)의합계가5년이상일경우에도인정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발급일

로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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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③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첨부4의 적용면제자 참고)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및 미혼자녀 신청 시에 한함)

⑤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자녀 신청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13.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국내 출생자녀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나목)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한 자로서 출생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요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영주(F-5)자격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한 경우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신원보증서,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호구부 등), 출생증명서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14. 공익사업투자자 및 그 배우자･미혼자녀 

가. 대상

공익사업 투자로 거주(F-2)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및 그 배우자와 미혼자녀

나. 요건

결격사유가 없는 등 품행이 단정 할 것

공익사업 투자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은 후 동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할 것 (배우자 및 미혼자녀도 동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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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동산투자와 전환투자 유지기간의 합산이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 재입국허가(면제)기간은 동 자격 유지 기간으로 인정

※ 완전출국(등록취소)후, 동일 거주자격을 재취득(재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기간과재취득 후유지기간을 합산하여인정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

*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기준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 부동산투자와 전환투자 유지기간의 합산이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 부동산투자이민제대상에투자한기간과공익사업투자이민제대상에투자한기간(전환

투자)의합계가 5년이상일경우에도인정(단, 공익사업투자기간이2년이상이어야함)

은퇴이민자의 경우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국내자산만을기준으로하고국외자산은제외함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②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신청일 기준 5일 이내 발급)

③ 은퇴이민자는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

④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및 미혼자녀 신청시)

⑥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자녀 신청시)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17. 기술창업 소지자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거목)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국내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체류 중인자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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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건

결격사유가 없는 등 품행이 단정 할 것

신청일 기준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과거 체류기간 제외)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 

※유치한투자금과해당법인의자본금의합계가 3억원이상인경우에도인정

신청일 기준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⑤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무제표, 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

⑥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납세사실증명 등)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18.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 

가. 대상

    15억원 이상을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예치하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요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

억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첨부5의 서약서 제출)

      ※예치한금액중일부또는전부를중도인출할경우영주자격을취소함

    결격사유가 없는 등 품행이 단정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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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③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④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외국환매

입증명서 등), 투자유지 서약서(첨부5)

체류기간

연장허가
해당사항 없음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 면제

출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전에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 연장 필요(허가기간 3월 이내)

- 공관장의 허가범위 : 출국한날부터 2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3월 이내

외국인등록

 목차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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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

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

(대법원98므961, 1998.12.08)

  예)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은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3년

체류자격세부약호

약호 분류 기준

F-6-1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

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근무처의

변경․추가

 목차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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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부 여 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

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2.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

자격 부여

※ 제출서류 및 체류허가 기간은 체류자격변경허가와 준함

체류자격

변경허가

(F-6-1)

 목차

국민의 배우자(F-6-1)

1. 단기사증 소지자, 2.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포함), 31. 단기사증 소지자, 2.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포함), 3..

출국기한 유예자, 4. 일반 형사범(단순벌금은 제외)출국기한 유예자, 4. 일반 형사범(단순벌금은 제외)

※ 단기사증 입국자 : 사증면제(B-1)․관광통과(B-2) 및 일시취재(C-1)부터 ※ 단기사증 입국자 : 사증면제(B-1)․관광통과(B-2) 및 일시취재(C-1)부터 단기취업단기취업

((C-4)까지의 사증 소지자C-4)까지의 사증 소지자

※ ※ 단,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가능단,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가능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허가 대상 

국내 합법체류자 중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다만,다만, 임신·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의임신·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 가능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 가능

  나.  체류허가기간 : 1년 

다. 체류허가권자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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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F-6-1)

 목차

라.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
여부

사증발급 신청서 -

필수

여권 -

신원보증서 -

결혼이민자 초청장 -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만 작성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귀화여부 판단

초청인의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판단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인(가구원 수 판단)

초청인의혼인관계증명서 국내 혼인신고 여부 및 초청횟수 확인

결혼이민자본국혼인증명서
외국에서의 혼인성립 여부 확인

(현지법령상발급이불가능한경우생략가능)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제출서류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
여부

공통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 입증
(국세청에신고된모든소득확인가능) 필수

신용정보조회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근로소득

활용 시

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발급) 과거1년간해당근무지에서의소득입증 활용

시
필수재직증명서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과거 취업하였던 경우 (선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존재유무를파악하기위해필요한
경우 (선택)

기타 위서류로입증이어려운경우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선택)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여부 확인(농림수산업 등은 제외) 활용 시필수

기타
소득을입증할수있는서류(예시, 농지
원부, 조합원증명원, 경작사실확인서,

농어업사실확인서등)
선택

기타소득
및

재산관련

관련 사실을 입
증하는 서류 소득 및 재산 확인

활용
시
필수

주거요건 주거요건 입증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임대차계약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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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F-6-1)

 목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 추진배경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의사소통 관련 제출서류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

여부

한국어
활용 시

한국어능력시험
TOPIK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성적증명서진위여부확인가능

제출
서류
중
택일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필요시해당교육기관에이수증발급여부확인

한국어 학위증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동포임을입증하는공적서류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서출입국기록조회확인

한국어
이외의
언어 활
용 시

해당언어구사를
입증 서류

-
선택

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출입국기록, 여권상의출입국스탬프등을통
해확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건강상태, 범죄경력정보 제공관련)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

여부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 선택

범죄경력증명서
혼인당사자 쌍방 (세부내용 참조) 필수

건강진단서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별 심사 과정에서 사증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음

  각 서류의 유효기간

초청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작성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 221 -

체류자격

변경허가

(F-6-1)

체류자격

변경허가

(F-6-2)

 목차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

(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법무부 고시)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

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경위서, 인우보증서, 사진, 이메일, 출입국기록 등의 관련 자료와 인

터뷰 등을 통해 확인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자격(F-6-2)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가. 체류허가 대상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민과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

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나. 체류허가기간 : 1년나. 체류허가기간 : 1년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③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 서류

④ 자녀양육 입증서류

예) 판결문 등(양육권 관련),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5촌 이내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이나 주거지 통(반)장의 

확인서 등

⑤ 혼인단절자(이혼,사망,실종등)의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해

당자에 한함)

⑥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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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F-6-3)

 목차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한 체류자격(F-6-3) 변경허가

공통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사진 1매, 수수료

사망

‣‣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 사망진단서,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기재된 기본증명서 등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이혼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 이혼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 판결문 등)이혼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 판결문 등)

‣‣ 귀책사유 입증자료귀책사유 입증자료

--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진단서, 검찰의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 혼인관계가 중단

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실종
‣‣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가. 체류허가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① 결혼이민(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중 과거 국민의 배우자

(F-6-1, F-2-1포함)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사람

※ 신청 당시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 F-2-1)으로 체류 중인 경우 체류기간 ※ 신청 당시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 F-2-1)으로 체류 중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임연장허가임

② 과거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

지할 수 없는 사람

나.나. 체류허가 기간 : 2년

다. 제출서류

라. 체류허가권자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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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F-1-6)

가사정리(F-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체류허가 기간 : 6개월 범위 내(1년까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② 신원보증서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관계 증명서

④ 체류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

- 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 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⑥ 그밖에 ⑥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F-6-1)

 목차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1. 1. 국민의 배우자(F-6-1)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가.가. 최초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결혼이민(F-6-1,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결혼이민(F-6-1,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사무소(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체류허가기간 :체류허가기간 : 1년1년

-- 단,단,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이수자는 체류허가기간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이수자는 체류허가기간 2년2년(입국규제자는 제외)(입국규제자는 제외)

제출서류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민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② 국민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체류허가기간 : 2년 범위 내 체류허가기간 : 2년 범위 내 

- 단, 국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년 범- 단, 국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년 범위 내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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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F-6-1)

 목차

공통

①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②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별거

‣ 별거사유 입증서류(예시)‣ 별거사유 입증서류(예시)

--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상해 관련 진단서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상해 관련 진단서 또는 증거또는 증거

사사진, 가정폭력 관련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형사판결문,진, 가정폭력 관련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형사판결문,

주변인 확인서,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주변인 확인서,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 배우자가 수감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수용증명서(필수), 배우자의 

4촌 이내 가족의 확인서 등

이혼 ‣ 이혼소송 관련 서류(소제기 증명원 등)‣ 이혼소송 관련 서류(소제기 증명원 등)

실종

‣ 실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실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심판 청구서- 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심판 청구서, 실종신고서,, 실종신고서,

주변인 확인서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주변인 확인서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출서류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⑤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⑤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시 제출)(요청시 제출)

2. 별거 ․이혼소송 ․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F-6-1)2. 별거 ․이혼소송 ․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F-6-1)

체류허가 대상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①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①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

※ ※ 별거란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부부가 함께 지내지 별거란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부부가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주말부부는 별거에 해당하지 않음않는 것을 의미하며 주말부부는 별거에 해당하지 않음

②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②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 추완 항소 중인 사람을 포함-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 추완 항소 중인 사람을 포함

③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사람③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사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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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F-6-2)

 목차

자녀 양육자(F-6-2)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의 체류허가 특칙

1. 특칙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국민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

2. 심사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필요시 실태조사)

① 가정법원결정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지 않았는지 여부

②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지 여부

➠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된 경우 및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 

체류 불허

3. 제출서류 : 신청서,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이혼판결문 등(면접교섭권 제한여부 확인용, 협의이혼한 경우 생략

가.가. 최초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자녀양육(F-6-2,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자녀양육(F-6-2,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사무소(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체류허가기간 :체류허가기간 : 1년1년

제출서류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자녀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국민인 경우)② 자녀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국민인 경우)

③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체류허가 대상

-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체류허가기간 : 3년 체류허가기간 : 3년 

- 단,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 단,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서류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자녀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국민인 경우)② 자녀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국민인 경우)

③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③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 학비 영수증, 자녀의 병원비영수증 등- 예시 : 학비 영수증, 자녀의 병원비영수증 등

④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⑤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⑤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시 제출)(요청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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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F-6-3)

 목차

가능, 혼인단절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에만 징구하고 추후 생략), 사진 

등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서류 

4. 체류허가기간 : F-6-2로 1년 범위 내. 단,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허가

혼인단절자(F-6-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국민의 배우자가 가.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사망한 후 한 후 최초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인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국민인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제출서류

①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②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기재된 기본증명서 등등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③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④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⑤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나. 국민 배우자가 실종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국민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 실종이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성립 실종이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성립

제출서류

①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②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③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④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

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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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F-6-3)

목차

*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등 국민 배우자의 국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 :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예시 :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다.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例. 국민의 가출, 폭력 등)로 이혼한 사람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例. 국민의 가출, 폭력 등)로 이혼한 사람

  

제출서류

①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②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③ 이혼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 판결문 등)③ 이혼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 판결문 등)

④ 귀책사유 입증자료④ 귀책사유 입증자료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⑥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⑥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특 칙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외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라도 그 외국인이 라도 그 외국인이 국민 배우자의 부모국민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관련 입증서류 징구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관련 입증서류 징구

후 후 F-6-3으로 1년 범위 내 F-6-3으로 1년 범위 내 체류허가체류허가

라. 최초 기간연장 후 혼인단절(F-6-3)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

체류허가 대상

-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③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③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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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F-6-3)

가사정리(F-1-6)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생략 가능)② 신원보증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관계 증명서

④ 체류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

- 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⑥ 그밖에 ⑥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재입국허가

목차

1. 재입국허가 면제 

면제대상대상

- 결혼이민(F-6, 기존 F-2-1, F-2-10 포함)자격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면제기간 : 1년

- 다만,다만, 체류기간 만료일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

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2. 복수 재입국허가 

대상대상

- 결혼이민(F-6, 기존 F-2-1, F-2-10 포함)자격으로 결혼이민(F-6, 기존 F-2-1, F-2-10 포함)자격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수수료 

허가기간 : 2년 

-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이 2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

에서 재입국허가기간 부여 

단, 입국규제자인 경우에는 본부 승인을 받아 재입국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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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목차

1. 국민의 배우자(F-6-1)

결혼이민(F-6-1)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외국인등록

신원보증 사항란에 한국인 배우자 인적사항 입력(보증기간 2년)

※ 추가로 신원보증서 제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적사항만 입력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③ 국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2. 자녀 양육자(F-6-2)

(체류허가 대상) 결혼이민(F-6-2)사증으로 입국한 사람

(추가 심사기준 및 유의점)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범처리

체류허가 기간 : 1년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③ 체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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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G-1)

활동범위
외교(A-1) 내지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해 당 자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 각종 소송 수행중인 자

- 체불임금 노동관서 중재중인 자

- 난민신청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외국인 환자

- 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목차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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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목차

1. 인권침해 당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 대  상

체류외국인 중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협의회”에 의해 

구제대상자로 결정된 자

※ 대상자는 관할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설치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

나. 취업허용 절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외국인이 범죄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해 소송 등 
구제절차를 받기 위해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하여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타(G-1)자격 소지자가 사무소 내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구제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특정활동(E-7)자격으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각종(소송 등) 관련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가. 허가 대상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자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 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무소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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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나. 허용 범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을 제한하지 

않음 (단, 각 분야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사행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허가 기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회 1년 허가

6개월 내 미결정된 자, 기타 사유가 있는 신청자

- 체류허가기간 범위 내 1회 6개월 기간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라.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1. 산업재해로 치료 중인 자 및 그 가족(G-1-1)

가. 대상자

산재보상심사 청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자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자,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자 및 후유증상 치료중인 자

산재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범위 내 (입원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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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산재보상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산재로 인한 병원진단서 등

가족관계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보호자․가족에 한함)

【별첨 2】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2.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중인 자 및 보호자(G-1-2)

가. 대상자

(등록외국인) 체류 중 각종 질병․사고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자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각종 사고를 당하여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자

※ 단기사증으로입국한후, 의료기관의검진등에의해장기치료또는요양이

필요한것으로인정되는사람은외국인환자자격(G-1-10) 변경대상임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의 보호자(가족)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범위 내

다.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자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신원보증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반시만 해당)

【별첨 2】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자(G-1-3)

가. 대상자

산업재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전세금반환 등 각종 민사소송중인 사람

아래와 같이 각종 형사소송 수행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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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수사 등으로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보석허가를 받고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상고중인 외국인 등

각종 가사․행정소송 수행 중인 사람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6월 범위 이내

다. 접수관할사무소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

라.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 (보호자․가족에 한함)

【별첨 2】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4. 체불임금 노동관서 중재중인 자(G-1-4)

가. 대상자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하여 중재중인 자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하였으나 미해결 되어 민사소송 중인 자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6월 범위 내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등

신원보증서

【별첨 2】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 235 -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5. 난민신청자(G-1-5)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가. 대상자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G-1-5)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G-1-6)

나. 체류허가기간

난민인정신청자는 체류기간 6월 범위 내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체류기간 1년 부여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등 관계입증 서류

6. 임신․출산 등 기타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자 (G-1-9) 

가. 대상자

임신․출산 등으로 즉시 출국이 곤란한 자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부여

라.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7. 외 국 인 환 자  (G-1-10) 

가. 허가대상

B-1, B-2, C-3(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나. 허가요령

체류자격 : G-1-10, 체류기간 : 1년 이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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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생략

④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8. 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G-1-11) 

가. 대  상

체류외국인 중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인

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협의회”에 의해 구제대상자로 결

정된 자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부여

라.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1. 산업재해로 치료중인 자의 가족 및 그 가족

가. 체류허가기간

원칙적으로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단, 중증 환자는 1년의 범위 내)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산재로 인한 병원 진단서

③ 근로복지공단 발행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산재보험카드)’, 후유

증상서비스 카드 등

④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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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2. 각종 질병 ․사고 등으로 치료중인 자 및 보호자

가. 체류허가기간

원칙적으로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④ 신원보증서

⑤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⑥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반시만 해당)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각종 소송진행 중인 자 (G-1-3)

가. 체류허가기간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신원보증서

④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⑤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가족․보호자에 한함)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체불임금 노동관서 중재중인 자 (G-1-4)

가. 체류허가기간

G-1-4 자격 소지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출국기간의 유예’를 받은 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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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증 등

③ 소송관련 서류 (소송 수행중인 자에 한함)

④ ‘기타(G-1) 자격부여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⑤ 신원보증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난민신청자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가. 체류허가기간

(난민신청자) 사무소장 등은 신청인에 대하여 매회 6개월의 범위 내

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

(인도적 체류허가자)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6. 임신․출산 등으로 즉시 출국이 곤란한 자 

가.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진단서 등 연장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신원보증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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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목차

7. 외 국 인 환 자

가. 허가대상

G-1-10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치료 또는 요양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체류가 필요한 사람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진단서 등 장기체류의 필요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생략. 단, 유치

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 피초청자 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

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 입증서류 등 징구 가능

④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 한하며, 기 징구 시에는 제출생략

⑤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유치기관의 경우 : 휴넷에 등록된 전담직원이 

대리 가능(전담직원 신분증)

‣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 : 해당외국인이 입원(요양)중인 

의료기관의 대표 또는 소속직원이 대리가능

- 위임장, 재직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가. 체류허가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③ 신원보증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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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면제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목차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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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H-1)

활동범위

 관광, 학업, 취업활동 가능

  - (학업활동) 정규 교육과정과 연수 등 모든 학업 활동은 연간 총 780

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 (국가별 취업활동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 (고용형태)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취업

활동 가능 

  - (가능시간) 총 취업 가능시간은 체류기간 1년(52주, 주당 25시간)을 

기준으로 연간 총 1,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제한대상)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

해 당 자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관리기준

허가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중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하는 청소년(18세이상 30세

이하)들이 그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단기간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 및 초기 체류기간 동안의 소요경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

관광취업 사중 소지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억제

협정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

유흥접객 업소에서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으로 

종사하려는 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의사, 변호사, 항공기 

조종사 회화강사 등)에 종사하려는 자

한국어 연수이외의 정규과정의 교육,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입국직후부터 관광이 아닌 취업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자



- 242 -

1회에부여할수

있는체류기간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근무처의

변경․추가

 별도의 근무처 추가 또는 변경없이 취업 활동 가능

 - 다만, 일정한 자격요건, 자격증을 요하거나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전문자격 등으로 변경)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

(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특정활동(E-7)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자격 변경 가능

  - 단,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제외

 (기타) 다른 체류자격에서 관광취업자격으로 자격변경 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 단, 협정에 따라 미국 1년 6개월, 영국 2년까지 연장 가능 

재입국허가

 목차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

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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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목차

대  상

  -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 (협정상 예외 없음)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③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약서 등(취업중인 경우)

  ④ 체류지 입증서류*(월세계약서 등)

   *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내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메뉴얼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메뉴얼
 

2015. 04. 13.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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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 법무부는 단기방문제, 방문취업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국내 기술교육 기회부여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단기방문제(C-3)

○ 2014. 4. 1.(화)부터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만 60세 미만의 외국

국적동포에게 3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 단,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취업활동은 불가함

2. 방문취업제(H-2)

□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 25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H-2),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최대 4년 10개월

까지 체류허용

○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 가능

□ 연고와 무연고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

○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전산추첨 등을 통해 입국허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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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제 동포의 취업 허용업종은 단순노무분야 38개 업종(별첨1 참조)

-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

3.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 모국과 동포 간 교류확대 및 거주국에 따른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대학

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 동포 

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

○ 방문취업제와 연계, 국내 노동시장 혼란 우려가 없는 제조업 등 특정

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

□ 동포와 모국과의 유대강화 및 동포 거주국과의 관계증진 등을 위해현행 

영주자격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영주자격 부여 활성화

○ 방문취업(H-2) 동포가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

○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동포에 대해 친족초청이 가능한 영주자격을

부여

5. 외국국적동포 기술교육제도

□ 하이코리아에 기술교육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통해 기술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국내 기술교육기회를 부여

○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서 지정한 농․축산․어업 및 제조업 등 분야 

직종에 해당하는 기술교육학원에서의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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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도별 세부 절차

1. 재외동포 사증발급절차 흐름도

단

기

자

격

재외공관 사증 신청

○ 만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

재외공관 사증 심사

 단기사증(C-3) 발급

 입 국

방

문

취

업

자

격

사증 신청 ○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 국민 및 영주자격자(F-5-7)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

⇒ 2촌이내혈족또는인척:재외공관신청

⇒ 3-8촌이내혈족또는3-4촌이내인척: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신청

-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

사증 심사

방문취업(H-2) 발급

입 국

재

외

동

포

자

격

 재외공관 사증 신청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

⇒ 국내․외4년제대학이상졸업자및정부

초청장학생

⇒ 법인기업체대표

⇒ 다국적기업임직원, 기자, 변호사, 의사등

⇒ 만 60세 이상 등

 재외공관 사증 심사

 재외동포(F-4) 발급

 입 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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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취업제 세부 절차

중국동포 등이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문취업제 대상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국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해당자가 대상입니다.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

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의 경우 만기자 재입국 절차에 따른 사증발급만 허용하고 

신규초청 및 전산추첨에 의한 사증발급은 제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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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제 출 서 류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
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
적등본

○ 국민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
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영주자격(F-5-7)소지 초청자와의 친족 
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
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
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
계 확인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
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
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 
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
는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나.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절차

◈ 방문취업 친족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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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로서 완전출국일 
기준 만60세 미만자로서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서울 제외한 지방제조업에서 1년이상 
동일업체 근무자는 2개월이 경과 시

- 농축어업에서 1년이상 동일업체 근무자는 
2개월 경과 시

- 육아도우미로서 1년이상 동일업체 근무자는
2개월 경과 시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법무부장관이 정한 방문취업 사전신청
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사전신청 접수증 또는 당첨조회 결과 출력물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대   상 제 출 서 류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
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국내 주소를 둔 영주자격자(F-5-7)로부
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
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
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
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
계 확인서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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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
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 재학증명서, 유학 중인 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피초청자가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유학생 부모․배우자 는 H-2예약 대상에서 제외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 외국국적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다만,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가능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중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

별공로 동포 및 국익증진 동포

∙ 방문취업자격 신청 동포 중 60세 이상자 또는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 재외공관 사증 접수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

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2)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 건강상태 확인

○ 외국국적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다만,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가능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중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및 국익증진 동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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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류

- 재외공관 사증 신청시 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 <별첨6>

∙확인서에는 결핵․B형간염․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다. 방문취업(H-2) 자격 체류관리 절차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국내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등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여권, 천연색 사진 1매,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기초법·제도 

교육 이수증(만기출국 재입국자는 제외, 2014.9.1.부터 시행)

⇒ 유학생부모 : 상기 서류 외에 유학자격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건강상태 확인

방문취업자(H-2)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별첨7> 양식의 건강진단서를 제출

※종래, 취업희망 방문취업자가 취업교육 시 받았던 건강진단은 생략(중복 방지)

 【 건강진단서의 요건 】
1) 법무부가 미리 정한 진단항목을 포함할 것 <별첨7>

- 결핵, 정신질환, 간염, 매독, 마약(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검사는

필수

2) 각종 등록 또는 신청 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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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허용 업종은 별첨 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취업가능

○ 허용업종 내 취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후

취업을 알선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일괄접수

○ 사용자의 동포고용 절차입니다.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4일간)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동포 고용

  <동포 취업절차 흐름도 >

◈ 방문취업 사증을 소지한 동포는
제조업, 농축어업, 서비스업

등의 38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에 따라 취업이 가능하며,

업체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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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 동포는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신고시기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사전예약,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신고,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고 :【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등

⇒ 인터넷 상 필수기재사항 입력만으로 가능

         ※ 인터넷 접근 편의 제공 및 창구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지인 등에 의한 인터넷 신고 허용

   ∙ 팩스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 대표 팩스번호(☎지역

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대행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

※ ‘14.10.13. 이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개시 및 근로개시 신고방식 일원화

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전송된 취업신고 인정

○ 첨부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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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

◈ 아래 대상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방문, 사전예약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허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

(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변경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도과되지 

않은 사람

- 국적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방문취업(H-2) 만기예정자,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기타

(G-1)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 등은 제외

- ‘04. 4. 1. 이전【한․중수교(‘92.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
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료자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만 25세에 도달된 자

- 기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익에 기여한 자 및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사무소장(출장소장)이 판단하는 사람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여권,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대상별 소명자료,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료자 추가 서류) 동포교육지원단 추천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국내 건강진단서

○ 허가기간은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3년 만기 전에 고용주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재고용된 경우) 1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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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계속 체류할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방문 , 사전예약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초 입국 시 체류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허가

- 다만, 고용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일로

부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 시(완전출국 후 재입국) 체류기간은

사증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생의 부모․배우자에 대해서는 초청자(유학생)의 체류기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생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의 부모․

배우자에 대해서는 유학생의 재학기간까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재학증명서 확인)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

활동 기간연장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수수료

○ 신청방법은 직접방문, 사전예약, 인터넷 신청 또는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등록외국인의 체류기

간 연장허가】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 대행 신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한 대행사를 통해 신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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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 중국동포 등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

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나. 재외동포(F-4) 자격 사증발급 절차

□ 재외동포 자격 사증발급 신청 공통 제출서류입니다.

○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동포 사증발급 세부대상 및 추가 신청서류입니다.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1) (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목차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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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제출서류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

적을 취득한 자(F-4-11)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

하는 서류

②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

한 자(F-4-12)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

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

증명서 등)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외의 외국국적동포

□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목차



- 260 -

세부대상 제출서류

①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F-4-13)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②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이상
학위소지자및국제교육진흥원등정부초청
장학생(F-4-14)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수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 능력등 입증

자료

③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F-4-15) •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④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 법인기업체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

업 당 전체 2명 범위 내

※ 법인기업체대표, 임원또는직원에대한재외동포자격

부여는신청당시법인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

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

동포 자격부여 가능 (F-4-16)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 재

직증명서 및 비취업 서약서(별첨 7)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

-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

(F-4) 사증발급 사항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

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별첨 6) 및 

비취업 서약서(별첨 7)

※법인대표가재외동포사증을발급받지않은경우법인

대표와함께재외동포(F-4) 비자를신청하는경우

에한하여소속직원사증발급가능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대표)(F-4-17)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별첨5),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

(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F-4-18)

•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의 외국국적동포

□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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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

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

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 자치주 미술가

협회, 연변조선족전통 요리협회, 북경고려문

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까지 가능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된 자에 한함

(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F-4-19)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국

영기업체 직원(F-4-20)

•재직증명서 

⑨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F-4-21)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⑩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F-4-22)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이상(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입

증서류

예)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

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등 2억이상 투자자

(자격부여 신청시) 국민고용예정서약서

※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등록신

청서 제출 불요

•최초 자격 변경 시 체류기간 1년 이내 부여

- 국민고용예정서약서 제출자가 1년 이내 서약사

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투자 금액(3억)을 

충종해야 체류기간연장 허용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 사

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동 지침 시행 이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

는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 

연장(투자금액은 기존 지침(1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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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

어업․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p.45

참조)(F-4-24)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

록증 사본

•교육이수증(육아도우미에 한함)

⑫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F-4-25)

※순수관광 제외

•대상 여부는 동포입증 서류로 확인

⑬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F-4-26)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⑭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단, 건설분야의 경우 제외, 금속재

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

정) (F-4-27)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⑮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법

행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출국명령자,

강제퇴거자),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자 등은 제외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가능(단, 관광 입국자는

제외)

※ 상기 세부대상자 중 재외동포(F-4) 자격부여는 국내대학 졸업자, 외국인등록자 

(과거등록포함), 빈번출입국자,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 등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

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가능하며, 그 외에는 모두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으로만 가능

※위 대상자 중  ⑪육아도우미 요건

-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체류혜택 부여 세부 기준 -

○ 대상자격: 방문취업자(H-2)

○ 근속기간: 교육 이수 후 고용주 변동 없이 2년 간 육아도우미로 재직

   ※ (기산) 근로개시신고및취업개시신고일, (근속여부) 고용보험또는급여통장급여내역

○ 근 무 처: 취업개시신고 시 만10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체류혜택: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교육 이수 전 취업개시신고, 근무처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속 기간에 포
함

※ 고용주 해외이주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 근속기간으로 인
정

- ‘13.2.25.부터 소급적용, 본인의 귀책사유없는입증서류 및고용주 확인서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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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2년 이내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입니다.

○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동포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공적서류인 호구부 및 출생증명서에 의해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사증발급 신청서류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및 위 재외동포 자격 

세부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비취업각서입니다.

 다. 재외동포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재외동포 (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단순노무업종 취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 해당사항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별첨 2 참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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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

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세부절차

◈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영

주자격(F-5)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나.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자격(F-5)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범죄 경력 확인서 제출(공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영주자격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사람 

- 다만,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가능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상 중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

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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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만14세 미만(형사 미성년)인 자 

∙ 국내에서 5년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미성년자

∙ 화교 2세 등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거주한자 

∙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이 경우해외에서 6개월이상체류한경우에는계속체류하지않은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

월 이내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신청자

○ 영주자격 신청 접수 시 해외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

※영주자격 신청자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신청자 본국이 아포스틸협약국가일경우본국

정부의 아포스틸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아포스틸협약 국

가가아닌경우에는본국소재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함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

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2) 사증발급 또는 체류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다만, 국내에 입국 후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도 인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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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체류자격 약호 : F-5-6)

      ※예시)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자는 입국일, 재외동포 자격변경 자는 변경일, 거소신고 후

재입국자는해외체류기간은제외하고국내체류기간을합산하여처리

대   상 제 출 서 류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

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

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

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

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

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

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

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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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

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재외동포자격(F-4)으로 

변경한 자 포함)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

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

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첨 3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별첨3)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 기술․기능자격이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 및 제9조 제1항제1호

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말함

제출서류

소속 사업주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기술․기능자격증 사본 및자산보유 증명자료(전․월세 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

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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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간의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합계*가 한국

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

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① 일반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5조)

추가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 한국어 시험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 2013.9.1. 접수자부터 적용, 한국어 시험성적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증명서

②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 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 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 보증인 친척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 (보증인들 각각) 상봉 경위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국내 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 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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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2항)

추가서류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결혼증 사본(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 혼인파탄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기재된 판결문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확인서 등

④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1. (2세가 귀화허가 받은 후) 동포 3세 준비 서류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동포 2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 1세가국적을회복한경우는영주자격신청대상아님

2. 혼인귀화자의 자녀 준비서류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 1세가국적을회복한경우나혼인귀화자가 1세인경우영주자격신청대상아님

3. 독립유공자 후손 등 준비서류

▫ 독립 및 국가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 친족관계입증서류

※ 혼인귀화자의 자녀 등 특별귀화 대상자의 영주자격(F-5-7)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서류를 징구하여 판단(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의 자녀는 외국국적동포에 해당

하지 않으며, 영주자격자의자녀는국적법상국적취득요건을갖춘사람이아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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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적회복 대상자 (국적법 제9조제1항)

추가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 현재 한국적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거

주 혈족 8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 공증(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택1)

➠ 중국동포국적화복대상자는외국국적동포의국적회복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준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7)을 신청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영주자격 신청자 가족 자격 부여(F-1-72)

라. 영주자격(F-5)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습니

다.

○ 영주자격 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

(F-2) 자격을 부여합니다.(19세 이상은 체류목적에 합당한 자격으로 체류)

마.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바. 아래 해당 대상자는 영주자격(F-5)이 상실됩니다.

○ 강제퇴거가 결정된 사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F-5)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사람

○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사람

○ 위변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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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신청절차 안내

 기술교육제도 개선 관련 안내

❍ 우리부는 ‘10년 7월부터 중국동포들이 기술·기능을 습득하여 우리사회

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종목이

방문취업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음

❍ 이에따라, 우리부는 기술교육 대상을 동포방문(C-3-8) 사증을 이미 발급

받은 동포 중 만 25세 이상 만 49세 미만자로 조정하였으며, 교육종목

도 국내 고용시장 및 동포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방문취업(H-2) 활동

범위인 제조업 등 관련 44개 종목(세부종목 붙임 참조)으로 개선함

 기술교육 사전신청 관련 안내

❍ 신청대상 :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 받은 만 25세 이상 49세 미만 

동포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 접수기간 : 매월 공지문 참조

❍ 신청방법 :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기술교육 신청

❍ 선발인원 및 선발방식 등

- 선발인원 : 매월 공지문 참조

- 선발방식 :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

※전산추첨 직후 당첨 여부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

 당첨자 교육신청 등 안내

❍ 선발된 동포가 동포교육지원단을 직접 방문, 기술교육 신청

   - 본인이 직접 지원단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받고 교육기관을 선택 후 수강, 

지원단은 교육 수료 확인 후 교육수료 확인서를 동포에게 발급

   - 확인서를 발급받은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H-2)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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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참고사항

1. 각종 문의 및 상담

가. 사증, 출입국, 체류절차 등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

페이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나. 취업알선,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등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다. 동포 취업교육 신청 및 상담

□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라.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신청 및 상담

□ 동포교육지원단((02)766-3900, 홈페이지 : www.dongpook.or.k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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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기술교육 종목

연번 직무분야 종목명 연번 직무분야 종목명

1 공예 가구제작 25

금속

압연

2

기계

연삭 26 열처리

3 카일렉트로닉스 27 원형

4 컴퓨터응용밀링 28 축로

5 컴퓨터응용선반 29 표면처리

6 특수용접 30

섬유

양복(양복봉제)

7 판금 31 양복(양복패턴)

8 프레스금형 32 양장(양장봉제)

9 용접 33 양장(양장패턴)

10 배관 34 염색(날염)

11 보일러취급 35 염색(침염)

12 보일러시공 36 한복

13 궤도장비정비 37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14 농기계정비 38 자동차검사

15 해양 수산양식 39 자동차보수도장

16

농림

식육처리 40 자동차외장관리

17 원예 41 조선 선체건조

18 유기농업 42 전기 전기

19 축산 43
제과

제과

20 펄프제지 44 제빵

21

산업응용

승강기

22 식품가공

23 신발류제조

24 안전 가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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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업허용 업종 상 세 설 명

   
농축산업

(1) 작물 재배업  

  (011)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

으로 분류된다.

(2) 축산업(012)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

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2의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

비스업(01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금부화 및 잠종, 치잠생산(수수료 또는 계약여부 불문)(012)

·임업관련 서비스(0204)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가 딸리지 않은)(6939)

·영농기술 및 경영자문 활동(7153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72112)

·행정기관에 의한 영농지도 및 조언 등의 행정서비스(84)

·토목공사가 결합된 조경공사(41226)

·수의 서비스(7310) 

어업

(3) 연근해어업   

  (03112)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

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고기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4) 양식 어업

(0321)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

등의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된다.

(4의2) 소금채취업

(07220)

암염을 채굴하거나 해수 및 기타 천연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

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염수 생산(천연)                ·식염 채취

·간수 생산(천연)                ·순염화나트륨 채취

<제 외>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분리 및 결합방법 등으로 처리

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활동(20492) 

제조업 (5)제조업(10-33)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하 수 · 폐 기 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하수폐수 및 분

뇨처리업(37)
하수 및 폐수처리업,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7) 폐기물 수집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 및 처분하는 

별첨 1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소분류 이하 38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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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처리 및 원

료 재생업(38)
산업활동과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설업 (8)건설업(41-42)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

업환경설비인 경우는 허용업종에서 제외

도매 및 소매업  
    

(9) 산동물 도매업

(46205)

가축, 애완용 동물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제 외> ·산 수산동물 도매(46313)

(10) 기타 산업용 농

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 및 가죽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11) 가정용품 도매업

(464)
각종 가정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2)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

(465)

컴퓨터, 가전제품,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3)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46791)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고지 수집판매

<제 외>  ·연속라인에 의한 재생원료 선별 활동(383)

(14)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철물, 페인트 및 건설자재, 가구, 전기용품,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1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사무용 기기,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시계 및 귀금속․예술품 및 선물용품․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등

(16) 무점포 소

매업 (479)
  

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

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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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17) 육상 여객 운

송업(492)

육상 운송장비 및 도시철도(도시간 철도제외)를 이용하여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 딸린 육상여객운송

장비 임대활동 포함)을 말한다. 이 활동들은 운송시설의 유형, 노선

(운송구간) 및 운송일정(정기 또는 부정기), 요금부과방식(좌석 또는 

차량단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18) 냉장 및 냉

동 창고업(52102)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허용

<예 시>

·냉장창고 운영    ·냉동물품 보관     ·얼음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52103)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

에는 대상품목에 따라 “10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숙박 및 음식점

업

 
  

 목차

(19) 호텔업

(55111)

룸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개별봉사 서비스, 라운지 설비, 연회, 집회 

설비 등의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1~3등급 호텔 포함 

<예 시> 

·관광호텔  ·일반호텔

(20) 여관업

(55112)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관(모텔포함)  ·여인숙

(2 1 ) 일 반  음

식점업(5611)

각종의 정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식과 일식, 

중식, 서양식 및 기타 외국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라면, 피자,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간이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5619)

·음식의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이동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56132)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56120)      ·출장음식 서비스(56131)

(2 2 ) 기 타  음

식점업(5619)
정식을 제외한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분식류, 스낵품 및 기타 유사식품 

등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판, 영상, 방
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2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 판 업 (581)

서적, 사전류, 지도, 인명 및 주소록, 신문, 잡지, 연하장 등의 
각종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4) 음 악  및 
기 타  오 디 오 물 
출 판 업 (59201)

음악 및 기타 소리를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기록물을 
기획·제작하거나 제작한 것을 직접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코드 출판 ·음악 기록매체 출판
·오디오테이프 출판 ·음성 기록매체 출판

<제 외>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기록매체 복제서비스(1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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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

비스업

(25) 사업시설 유지관

리 서비스업(741)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 관련 서비스 제공

(26) 건축물 일반 청

소업(74211)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창문 청소  ·건물외부 청소         ·공중전화시설 청소

·구내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윤내기   ·가구 윤내기

·내부 벽 청소  ·수영장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건물에 대

한 정리활동(42499)

·사업시설 또는 공공장소 청소(74212)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의 세탁(9691)

·개인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7000)

(27)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거리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상하수도관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컴퓨터실 청소 ·선박 청소
·거리청소 서비스 ·활주로 청소서비스
·산업용 장비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분뇨수거 및 처리(37021)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691)

(28)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예 시>    ·관광 안내소     ·매표대리      · 숙식알선

사회복지 서비

스업

(29) 사회복지 서

비스업(8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리업

(30)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31) 자동차 전문 수

리업(95212)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조직, 차축, 운전

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타(전문수리)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판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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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터사이클 수

리업(9522) <예 시> 모터싸이클, 오토바이, 설상용차량 수리

기타 개인 서비

스업

(33) 욕탕업(96121)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

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34) 산업용 세

탁업 (96911)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35)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96993)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조리원 ·개인 간병인

<제 외>

·개인여행 안내(75290)   ·조산원(86909)

가구내 고용활

동 

(36) 가구내 고용

활동(97)
개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담당자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주로 가정부, 보모, 유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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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종
사 자
(대분류 9 )

(1)  건설 단순 
종 사 원
( 9 1 0 0 1 )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
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건물건축 운반인부            ∙ 보석 단순노무원 
∙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 수로정비 단순노무원          ∙ 관정 단순노무자
∙ 댐건설 단순노무원            ∙ 건물정비잡역부

【제외】
∙ 전통건물 건축원(77241)  ∙ 조적공(77251)   ∙ 건물해체원(77293)

(2)  광업 단순 
노 무 원
( 9 1 0 0 2 ) 

광산 또는 채석장의 폐쇄된 작업장에서 목제 및 철제 지주를 제거, 노천
광에서 백악, 점토, 자갈 또는 모래를 채굴하는 일에  부속된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채석장 굴삭 단순노무자        ∙ 채광 단순노무자

【제외】 
∙ 광원(77411)                  ∙ 채석원(77412)

(3) 하역 및 적재 
관 련  단 순
 종 사 원
( 9 2 1 0 1 ) 

각종 제조업체, 시장, 부두, 화물운송업체 등에서 상품을 포장, 선적, 하
역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적재원         ∙ 하역원         ∙ 육상화물하역원
 ∙ 부두노무원     ∙ 선박하역원     ∙ 제품운반원

( 4 )  이 삿 짐 
운 반 원
( 9 2 1 0 2 ) 

이삿짐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등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
다.

【직업 예시】
 ∙ 이삿짐 운반원

(5)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 사 원
( 9 2 1 0 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용 가
구 및 기기를 운반, 하역하는 직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 직업 예시 】
∙ 가구 운반원     ∙ 가구 하역원    ∙ 냉동물 운반원
∙ 과실 운반원     ∙ 어류 운반원    ∙ 고기 운반원
∙ 식료품 운반원   ∙ 창고 운반원

 목차
( 6 ) 우 편 물
집 배 원
( 9 2 2 1 0 ) 

우체국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하고, 관할 
구역에 송달할 우편물을 표기 주소지에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우체부                          ∙ 우편물 집배원
∙ 우편배달원

별첨 2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법무부고시 제2015-29호,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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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택 배 원
( 9 2 2 2 1 )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
반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택배 배달원

( 8 ) 그  외 
택배원(92229)

의뢰인이 요청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의 물품을 수령자에게 
빠르게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퀵서비스 배달원                 ∙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

( 9 )  음 식 
배달원(92230)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장소까지 배달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식사배달원     ∙ 야식배달원        ∙ 요리배달원
∙ 도시락배달원   ∙ 중국음식 배달원   ∙ 분식배달원
∙ 음식배달원     ∙ 치킨 배달원       ∙ 피자 배달원

( 1 0 )  음 료 
배달원(92291)

우유, 녹즙, 발효유 등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우유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야쿠르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녹즙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1 1 )  신 문 
배 달 원 
( 9 2 2 9 2 )

가정이나 사무실 등 정기 구독자가 요구한 장소로 신문을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대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 직업 예시 】
∙ 신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12) 그 외 배
달원 (922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 3 )   수 동 
포장원(93001)

자재나 제품을 상자, 가방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담아 손으로  
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수동 포장원

 목차
(14) 수동 상표
부 착 원
( 9 3 0 0 2 ) 

수동으로 상표나 라벨을 부착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수작업라벨부착원                 ∙ 수작업상표부착원

(15) 건물 내부 
청 소 원
( 9 4 1 1 1 )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등의 건물내부를 청소, 정돈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사무실 청소원                    ∙ 공공건물 청소원



- 281 -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 오피스텔 청소원                  ∙ 아파트 청소원
∙ 병원 청소원                      ∙ 호텔 청소원

(16) 운송장비 
청 소 원
( 9 4 1 1 2 ) 

비행기, 선박, 기관차의 외부, 바닥, 유리창을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기관차 청소원                    ∙ 선박 청소원
∙ 비행기 청소원                    ∙ 버스 청소원

(17) 그 외 청
소원( 9 4 1 1 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가 여기에 분류된다.

( 1 8 ) 쓰 레 기 
수 거 원
( 9 4 1 2 1 )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빗자루, 봉투, 집게, 플라스틱 통 
등의 쓰레기 수거용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집하고 제거하는 자를 말한다. 
분뇨 수거도 여기에 포함된다.

【 직업 예시 】
∙ 쓰레기 수거원    ∙ 쓰레기 청소부    ∙ 분뇨 수거원

( 1 9 )  거 리 
미화원(94122)

거리, 공항, 역 및 기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거리 미화원                        ∙ 공원 청소원

(20) 재활용품 
수 거 원
( 9 4 1 2 3 )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재활용품 수거원

(21)그 외 환경 
미화원 및 재
활용품 수거원
( 9 4 1 2 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 2 2 ) 아 파 트 
경 비 원
( 9 4 2 1 1 )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아파트경비원                       ∙ 빌라경비원

 목차
( 2 3 )  건 물 
경비원 (94212)

학교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빌딩이나 업무 공간 및 공장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한다.

【 직업 예시 】
∙ 청사경비원      ∙ 학교경비원        ∙ 상가경비원
∙ 건물경비원      ∙ 병원경비원        ∙ 빌딩경비원
∙ 빌딩시설경비원  ∙ 빌딩보안원        ∙ 시장경비원 
∙ 공장경비원      ∙ 공사현장경비원    ∙ 공사경비원

( 2 4 )  그  외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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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원  
( 9 4 2 1 9 )

【 직업 예시 】
∙ 교회 관리인       ∙ 성당지기        ∙ 공원순찰원 
∙ 공원안전요원      ∙ 공원관리인      ∙ 공원질서요원
∙ 놀이시설질서유지원∙ 별장 관리인

( 2 5 ) 검 표 원
( 9 4 2 2 0 ) 

공원, 영화관, 공연장, 운동 경기장, 유원지, 전시장 등 입장객의 표를 확
인하고 입장시키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고속버스검표원    ∙ 극장검표원      ∙ 놀이공원검표원
∙ 통행료검표원      ∙ 승차권검표원    ∙ 사우나검표원

( 2 6 ) 패 스 트
푸드원 (95210)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
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패스트푸드원

( 2 7 )  주 방
보 조 원 
( 9 5 2 2 0 )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주방 보조원                     ∙ 식재료 세척원
∙ 조리사 보조원                   ∙ 학교급식 보조원

( 2 8 ) 주 유 원
( 9 5 3 1 0 )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고용되어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 등을 판매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주유원                          ∙ 가스충전원

( 2 9 )  매 장 
정리원(95391)

도소매업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판매될 제품을 운송하거나 쇼핑카터 등
의 운송수단 등을 정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매장정리원     ∙ 상품운반원      ∙ 판매보조원
∙ 상품진열원     ∙ 쇼핑카터운반    ∙ 정리원

 목차

( 3 0 ) 전 단 지 
배 포 원  및 
벽 보 원
( 9 5 3 9 2 )

각종 점포나 상품의 광고 전단지를 거리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 행
인들에게 배포하는 자를 말한다.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을 전봇대나 벽 또
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붙인다.

【 직업 예시 】
∙ 카달로그 배포원   ∙ 벽보원          ∙ 광고스티커 부착원
∙ 포스터 부착원     ∙ 홍보지 배포원   ∙ 스티커 부착원

(31) 그 외 판
매관련  단순
 종 사 원
( 9 5 3 9 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 직업 예시 】
∙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 3 2 )  산 불 
감시원 (99104)

산불의 예방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산불 감시원도 여기에 분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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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예시 】
∙ 산불 감시원

( 3 3 )  계 기 
검침원 (99211)

가스․수도․전력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
하여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계기 검침원(가스, 수도, 전기 등) 
∙ 전기 안전 점검원

( 3 4 )  가 스
점검원 (99212)

도시가스 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스누출 여
부 등 가스사용의 안전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직업 예시 】
∙ 가스 점검원

( 3 5 ) 수 금 원
( 9 9 2 2 0 ) 

각종 대금의 수금업무를 담당한다. 자동판매기를 유지․관리하며 수금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원

( 3 6 )  주 차 
관리원 (99231)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운용․관리․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주차관리원                         ∙ 주차장 관리원

( 3 7 )  주 차 
안내원 (99232)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주차 안내원

 목차

( 3 8 )  구 두 
미화원 (99910)

사무실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여 구두를 수집하고, 구두를 닦아주거나 광내고 
간단한 수선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구두 미화원                       ∙ 구두닦이

( 3 9 )  세 탁
원  및 
다 림 질 원
( 9 9 9 2 0 ) 

의류, 섬유직물 및 유사물품을 손으로 세탁 또는 구김을 펴는 정도의 단순한 
다림질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손 세탁원                         ∙ 단순 다림질원

【 제 외 】
∙ 드라이클리닝기 조작원(82301)
∙ 그 외 세탁기계 조작원(82309)

( 4 0 )  환 경 
감시원(9999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쓰레기 투석, 
낚시, 물놀이, 폐수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
여 순회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를 단속하여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투석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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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부서에 보고한다. 기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 직업 예시 】
∙ 환경 감시원

 목차

(41)그 외 서비
스관련  단순 
종 사 원
( 9 9 9 9 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 직업 예시 】
∙ 심부름원                          ∙ 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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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 스
종 사 자
( 대 분 류 4 )

( 1 )   발
관 리 사
( 4 2 2 3 3 )

신체의 각 기관과 관계있는 발바닥의 특정부위를 지압, 마사지, 자극함으로
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발 마사지사                       ∙ 발 관리사

( 2 )  목 욕
관 리 사
( 4 2 2 3 5 )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며,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안마, 미용서비스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목욕관리사

( 3 )  혼 례
종 사 원
( 4 2 3 2 0 )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자, 카펫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
하며, 예식 진행과정을 신랑ㆍ신부의 의상과 행동을 교정해주는 자를 말한
다. 요청시 주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이 직종에 포함한다.

【 직업 예시 】
∙ 예식진행 보조원                    ∙ 예식종사원
∙ 폐백종사원                         ∙ 전문 주례사

 목차
( 4 )  호 텔
서 비 스 원
( 4 3 2 2 1 )

호텔에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접, 객실 안내, 짐 운
반,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 열쇠 관리, 세탁물 보급, 음식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벨맨                               ∙ 도어맨
∙ 룸서비스맨                         ∙ 벨보이

 

( 5 )  그 외 
숙 박 시 설 
서 비 스 원
( 4 3 2 2 9 )

콘도, 모텔 및 기타 숙박시설에서 손님에게 시중을 들고 서비스를 제공하
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콘도 서비스원   ∙ 모텔 시중원      ∙ 여관시중원 

( 6 ) 노래방
종 사 원
( 4 3 2 3 2 )

노래방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기기의 사용을 도와주거나 음료를 판매
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노래방 종사원                      ∙ 노래방 관리인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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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 7 ) 그  외
놀 이 시 설 
종 사 원
( 4 3 2 3 9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타 오락시설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 직업 예시 】
∙ PC방종사원       ∙ PC방관리인      ∙ 비디오방 종사원 
∙ 비디오방 관리인   ∙ 만화방 관리인

( 8 ) 골프장  
캐 디
( 4 3 2 9 2 )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하고, 거리
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 주고, 골프코스나 골프장의 지형지물에 대해 
조언하고 즐거운 골프가 될 수 있도록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한다.

【 직업 예시 】
∙ 캐디                        ∙ 골프진행 도우미 

( 9 )   음식
서 비 스 
종 사 원
( 4 4 2 2 1 )

음식업소에서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

【 직업 예시 】
∙ 연회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 정식식당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 선상식당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 철도식당차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 1 0 )  음료 
서 비 스 
종 사 원
( 4 4 2 2 2 )

음료접객업소에서 커피, 차, 청량음료 등을 주문받고 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 경우에 따라서 간단한 음식이나 주류를 주문받아 제공하기도 한다.

【 직업 예시 】
∙ 웨이터                       ∙ 웨이트리스

 목차

( 1 1 )  주류
서 비 스 
종 사 원
( 4 4 2 2 3 )

주점, 클럽 등의 주류 접객업소에서 주류의 선택을 도와 제공하고, 고객에게 
주류 목록을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주류의 특성에 관한 질문 등에 답하
고, 요리와 잘 어울리는 주류를 추천하기도 한다.

【 직업 예시 】
∙ 소믈리에                     ∙ 와인스튜어드
∙ 호스트(식음료관련)

판 매
종 사 자
( 대 분 류 5 )

( 1 2 )  노점 
및  이 동 
판 매 원
( 5 3 0 5 0 )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의 노상에 노점 등 임시매장을 설치
하거나 순회하면서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노점상                       ∙ 노점 판매원
∙ 신문가두 판매원              ∙ 열차객실 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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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자격 종목 및 등급

산 업 분 야 종 목 자격 등급

제조업

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궤도장비정비 산업기사

사출금형 산업기사

사출금형설계 기사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기계정비 산업기사

기계조립 산업기사

농업기계 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 기사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용접 산업기사

일반기계 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전자부품 장착(SMT) 산업기사

정밀측정 산업기사

금속

금속재료 산업기사

금속 기사

주조 산업기사

표면처리 산업기사

전기
전기 산업기사

전기철도 산업기사

전자
전자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기사

조선 조선 산업기사

토목

건설재료시험 산업기사

콘크리트 산업기사

토목 산업기사

철도보선 산업기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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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직종 자격 등급

섬유
섬유 산업기사

섬유디자인 산업기사

환경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에너지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농업 농림
유기농업 산업기사

축산 산업기사

조경 산업기사국토개발

어업
해양

수산양식 산업기사

어로 산업기사

잠수 산업기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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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경영ㆍ회계
ㆍ사무

생산관리

공장관리
포장 　 포장 포장 　

　 　 품질경영 품질경영 　

품질관리 　 　 　 　

디자인 
ㆍ방송

디자인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 　

　 　 　 　 웹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응용
모델링

　 　 컬러리스트 컬러리스트 　

　 　 　 　
컴퓨터그래픽

스운용
방송 　 　 　 영사 영사

운전ㆍ운송 운전ㆍ운송
　 　 　 　 농기계운전
　 　 　 철도운송 　

경비ㆍ청소 경비ㆍ청소 　 　 　 　 세탁

이용ㆍ미용 이용ㆍ미용

　 이용 　 　 이용

　 미용 　 　

　 　 　 　 미용(일반)

　 　 미용(피부)　

미용(네일)

음식 
서비스

조리

　 조리 　 조리(한식) 한식조리

　 　 　 조리(중식) 중식조리

　 　 　 조리(양식) 양식조리

　 　 　 조리(일식) 일식조리

　 　 　 조리(복어) 복어조리

　 조주　

광업자원
채광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시추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광해방지 광해방지 광해방지

기계 기계제작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

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조립

연삭
공유압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치공구설계　

별첨 4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



- 290 -

정밀측정 정밀측정

　
기계장비설
비ㆍ설치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
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보일러 보일러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철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조선 　 조선 조선 　

항공

　 　 항공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차량 　 　 　 　

금형ㆍ공작
기계

금형 　 　 　 금형
　 금형제작 　

　 　 　 사출금형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설계 　 　

재료 금속ㆍ재료

금속가공 　 　 　 　

　 　 금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 　 　 　 　

　 압연 　 　 압연
　 열처리

　 　 　 재료조직평가 　

　 제강 　 　 제강

　 제선 　 　 제선

　 　 　 　 축로



- 291 -

　
판금ㆍ제관
ㆍ새시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플라스틱창호

　 단조ㆍ주조
　 주조 　 주조 주조

원형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도장ㆍ도금

　 　 　 　 광고도장
　 　 　 　 금속도장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화학 화공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학분석
생물공학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섬유ㆍ의복 섬유

섬유 　 섬유 섬유 　

　 　 　 섬유디자인 　

　 　 　 　 염색(날염)

　 　 　 　 염색(침염)

의류 　 의류 　 　

　 의복

　 　 　 　 양복
　 　 　 　 양장
　 　 　 　 신발류제조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한복 한복

전기ㆍ전자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전자

　 　 광학 　 광학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반도체설계 　

산업계측제어 　 의공 의공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전자 　

전자응용 　 　 　 　

　 　 전자캐드

정보통신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

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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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방송ㆍ무선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식품가공 식품
수산제조 수산제조 　

식품 　 식품 식품 　

　 　 식품가공

　 제과ㆍ제빵
　 제과 　 　 제과
　 　 　 　 제빵

인쇄ㆍ목재
ㆍ가구ㆍ공

예
인쇄ㆍ사진

　 　 　 　 사진
　 　 　 　 사진제판

　 　 　 　 전자출판

　 　 인쇄 인쇄 인쇄

　
목재ㆍ가구
ㆍ공예

　 　 　 　 가구제작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도자기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보석감정
　 　 　 　 석공예
　 　 　 피아노조율 피아노조율

농림어업 농업

농화학 　 　 　 　

시설원예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유기농업 유기농업

종자 　 종자 종자 종자
　 　 화훼장식 　 화훼장식

　 축산
축산 　 축산 축산 축산

식육처리

　 임업

　 　 　 　 버섯종균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보호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산가공 임산가공
　 　 임업종묘 　 임업종묘

　 어업

수산양식 　 수산양식 수산양식 수산양식
어로 　 　 어로 　

　 　
어업생산관리

기사
　 　

안전관리 안전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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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전기분야)

인간공학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

검사
방사선비파괴

검사
방사선비파괴

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

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

검사

　 　
초음파비파괴

검사
초음파비파괴

검사
초음파비파괴

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환경ㆍ에너
지

 환경

　 　 　
농림토양평가

관리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생물분류

(동물)
　 　

　 　
생물분류

(식물)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에너지ㆍ기
상

　 　 기상 　 　

　 　 기상감정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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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구분 내    용

주재
(D-7)

부여
기준

 1.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2배 이상

 2.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이수

제출
서류

 1.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2. 한국어 능력시험 등급 인정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수증

기업
투자
(D-8)

부여
기준

 1.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2.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2배 이상

 3.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이수

제출
서류

 1. 매출액 입증서류

 2.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3. 한국어 능력시험 등급 인증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수증

무역
경영 
(D-9)

부여
기준

 1.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은 제외

 2.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2배 이상

 3.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이수

제출
서류

 1. 매출액 입증서류

 2.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3. 한국어 능력시험등급 인정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수증

교수
(E-1)

부여
기준

 1.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2배 이상

 2.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이수

제출
서류

 1.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2. 한국어 능력시험등급 인증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수증

【첨부 1】영주자격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시행령 별표1 28의3 가목) 자격별 부여기준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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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지도
(E-2)

부여
기준

 1.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2배 이상
 2.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이수

제출
서류

 1.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2. 한국어능력시험등급 인증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수증

연구
(E-3)

부여
기준

 1.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2배 이상
 2. 국립국제교육원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이수

제출
서류

 1.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2. 한국어 능력시험등급 인증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수증

기술
지도
(E-4)

부여
기준

 1.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2배 이상 
 2.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이수

제출
서류

 1.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2. 한국어 능력시험등급 인증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수증

전문
직업
(E-5)

부여
기준

 1.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2배 이상
 2.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이수 단, 국내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 이상이어야 하며 국
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5급 이상 

제출
서류

 1.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2. 한국어 능력시험등급 인증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수증

예술 
흥행
(E-6)

부여
기준

 1.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2배 이상 
 2.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이수

제출
서류

 1.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2. 한국어 능력시험등급 인증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수증

특정
활동
(E-7)

부여
기준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2배 이상
 3. 국립국제교육원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이수

제출
서류

 1. 학위증
 2.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3. 한국어 능력시험등급 인증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수증

거주
(F-2)

부여
기준

 1.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2배 이상
 2.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이수

제출
서류

 1.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2. 한국어능력 시험등급 인증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수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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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G-1)자격 변경신청자

생 계 유 지 능 력  심 사 확 인 서
【기타(G-1) 자격 소지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기타(G-1) 자격

으로 체류하는 동안 생활비, 소송비용 및 치료비 등을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통장 등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얼마입니까?

○ 현  금 : 원

○ 통장 잔고

- 은행명 :

- 잔  고 : 원

2. 기타 자산(현금 이외 보유 자산 : 전세 보증금 등)이 있으면 기재하세요.

3. 체류 예상 비용을 기재하세요. (해당 사항은 모두 기재)

○ 월 평균 생활비 : 원 (반드시 기재)

○ 소송비용(변호사비 등) : 원 (소송 수행자만 해당)

○ 치료비 : 원 (사고․질병 치료 받는자만 해당)

○ 기타 :

4. 국내 체류 중 도움을 줄 가족(부모, 형제, 자녀)이 있으면 기재하세요.

상기 내용은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거짓임이 밝혀지거나 불법 취업을
하다 적발되면 체류기간연장 불허 등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13. . .

작성자                       (자필서명)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첨  부2】기타(G-1)자격 변경신청자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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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nt for the Change to the G-1 Miscellaneous visa

C o n firm a tio n  o f  F in a n c ia l  A b il i ty

【A G-1 Miscellaneous visa holder is prohibited from engaging in employment

activities. Therefore, you are asked to explain below how you will support yourself

financially during your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living expenses,

cost of a lawsuit and of medical treatment.】   

1. How much cash do you have in total?

○ The Amount of Cash Available : Won

○ Bank Account Balance

- Bank Name :

- Balance : Won

2. Please indicate if you have assets other than cash. (Ex. Lease Deposit)

3. Please indicate the approximate cost of stay (Please fill out all information below

except the one(s) that is/are irrelevant to you)

○ Average monthly cost of living : Won (Required field)

○ Cost of a lawsuit (ex. lawyers' fee) : Won (For litigation performers only)

○ Cost of Medical Treatment : Won (For patients receiving medical care and

treatment for his/her accidents or illness only)

○ Others :

4. Please indicate if you have a family member (ex. Parents, Siblings, Children) who is

going to help you financially during your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I hereby swear to Mr/Ms. Head of the ◯◯ Immigration office that the information

above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understand that if,

at any time, the information written in this document is found false or if I work

illegally and get caught, I will accept any punishment, including prohibition of extension

of my sojourn period.

2013. . .

Full Legal Name (Signature)

【Appendix 2】Confirmation of Financial Ability of an 

Applicant for the change to the G-1 Miscellaneous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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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초 청 장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 초청용>

초 청 장

1. 피초청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학    력 전화번호

거주국 주소

2. 초청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체류자격

피초청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국내체류지

3. 초청사유 :

4. 초청자 책임

○ 초청인은 위 피초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초청자의 체류허가 취소 및 초청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초청자   :                    (서명 또는 인)

  법 무 부 장 관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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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건강 확인서

E-9 / E-10 / H-2 자격 사증신청자 확인서

 이 확인서는 대한민국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본인의 건강 및 심리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한 후에 체류

허가의 취소 또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1) 성 명 2) 생년월일

3) 국 적 4) 성 별 5) 여권번호

6)  귀하는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습니까?

예 □ (질환명: 매독, B형간염, 결핵),                    아니오 □ 

7)  귀하는 최근 5년 이내에 통제된 물질(마약류)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까? 

   예 □ (복용물질:                                         ),                    아니오 □ 

8)  귀하는 과거 정신적, 감정적 또는 신경적 혼란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                     아니오 □ 

9)  최근 5년 이내에 심각한 질병, 상해 등을 겪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및 치료경과 :                              ),                    아니오 □ 

<유의사항>

  귀하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 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는 기초 법질서 

교육을 이수하여야지만 외국인등록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대사 (총영사) 귀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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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의료기관지정 번호 : 

건 강 진 단 서
제         호

사   진

(3㎝× 4㎝)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한국 내 주소

Adress in 

Korea

전화번호

Phone Number
2

검   사   내   용
신    장 ㎝  체     중 ㎏   혈    압

(교정)시력
좌 :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

우 : (    ) 우 : (    )

결 핵 정신질환

매 독 간염(HBs Ag)

                                       마약검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기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  사  결  과
       □ 양호         □ 불량       

불량 소견 시 사유 

피검진자 체류에 대

한 의견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상기 피검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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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 치료예정 서약서

치 료 예 정 서 약 서

1.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한자:

생년월일 성   별

보호자

(지인,친척 등)

보호자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메일:

한국 내 주소

질 병 명

치료 예정병원

병원 주소 

및 연락처

2. 서약 내용

○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다중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본인

에게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성실히 치료에 임하고, 치료를 성실히 받지 않을 

경우 체류허가 취소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의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무 부 장 관  귀 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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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중문)]

각종 허가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위임장
对申请各种许可手续的代办委任书

업무종류
业务种类

 [  ] 체류자격변경 变更滞留资格           [  ] 체류기간연장 延长滞留期限

 [  ] 사증발급인정서 签发签证认定书       [  ] 사전심사안내 事先审查指南

위임하는 사람
委任者

성명 姓名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护照号码(外国人登录号码）

주소 姓名

위임받은 사람

代理人

성명 姓名 주민등록번호 居民登录号码

소속회사 및 직위 所属公司与职位 전화번호 电话号码

주소 住址                              

부동산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根据对外国人投资不动产等资产的滞留管理指南规定，我委任对各种许可手续等的申请与领取。

  년 年       월 月      일 日장

    위임하는 사람 委任者 :
(서명 또는 인)

(签名或盖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出入国管理事务所长出张所长）启

첨부(附件) : 1.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사본 1부. (委任者和代理人的身份证复印件:一份)

            2. 피위임자 재직증명서 1부. (代理人的在职证明书:一份)

유의사항 注意点

  1. 위임하는 사람이 한국에 없는 기간에 작성된 위임장으로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如果委任者不在韩国，那准备委任书也不能代理办业务。

  2. 위임장은 작성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委任书是从填写的日开始30天有效的。

  3.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若盗用他人的签名或图章做一个委任书申请或领取证明书，那按照法规会受到应有的惩罚。

210㎜×297㎜[일반용지(2급)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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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영문)]

각종 허가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위임장
A letter of attorney for various applications

업무종류
Select Application

 [  ] 체류자격변경                            [  ] 체류기간연장 
      CHANGE OF STATUS OF SOJOURN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사증발급인정서                          [  ] 사전심사안내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PRE-INVESTIGATION

위임하는 사람
Mandator

성명 Full Name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Passport No.(Alien 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위임받은 사람

Trustee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소속회사 및 직위 Place & Position of Employment 전화번호 Telephone No

주소 Address           

부동산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Following regulations in sojourn administration guidelines of foreign investors, I authorize request and 

receipt of various applications as it is written above.

Date:          년 YYYY       월 MM      일 DD장

    위임하는 사람 Mandator :
(서명 또는 인)

(Sign or stamp)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To Chief, ○○○Immigration(Branch) Office

첨부(附件) : 1.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사본 1부. (1 copy of ID cards of a Mandator and a Trustee)

            2. 피위임자 재직증명서 1부. (1 certificate of employment of a Trustee)

유의사항 Matters to be attended to

  1. 위임하는 사람이 한국에 없는 기간에 작성된 위임장으로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A letter of attorney that is written while the mandator is out of Korea cannot be used to entrust.

  2. 위임장은 작성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A letter of attorney is only valid for 30 days from the day it is written.

  3.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apply or receive a certificate by writing a false letter of attorney with a stolen signature or stamp, you can be 

punished due to related laws.

210㎜×297㎜[일반용지(2급)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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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 자산투자 외국인 사전심사안내 신청서
外国人对不动产等资产进行投资时的事先审查指南申请书

신청인
 申请者

성명 姓名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护照号码(外国人登录号码）

주소 住址

투자대상

투자시설 投资设施 개발업체 또는 분양업체
开发的企业或出售的企业

투자시설 소재지 投资设施所在地

투자예정 금액 投资预定金额           

부동산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체류허가 적합여부에 대하여 

사전심사안내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후 사정변경 등으로 실제 체류허가 등 결정내용이 사전안내와 

다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根据对国资动产资产滞规定我要了解对本人的滞留许可符合与否申请事先审查指南。

     如果我以后因发生事情的变化导致事先审查内容与政府决定内容不一致，也不提出异议。

 년 年       월 月      일 日장

    신청인 申请者 : (서명 또는 인)
(签名或盖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出入国管理事务所长出张所长）启

첨부 : 신분증사본 1부. (身份证复印件:1份)

사 전 심 사 결 과

 事先审查结果 
 □ 적합 符合 /  □ 부적합 不符合  

확인자 确认者 
(서명 또는 인)

(签名或盖印)

유의사항 注意点

  1. 사전심사안내는 투자금액 등 투자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신청인에 대한 각종 체류허가 등 가능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해주는 것이며, 실제로 체류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事先审查指南是指，如果申请者符合投资金额等的投资条件，那我们对申请者的各种情况进行事先审查确认他是否可以申请滞

留许可等手续，但这不是实际决定滞留许可。

  2. 사전심사안내를 받은 이후 국내법 위반 및 기타 사정변경 등이 있을 경우 실제 체류허가 등 신청 시에는 사전안내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收到事先审查指南以后，如果您违反法律法规或发生其他事情的变更，那在申请滞留许可等手续时，实际结果与事先指南的 内容会不一致。

210㎜×297㎜[일반용지(2급) 60g/㎡]

[별첨3(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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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 자산투자 외국인 사전심사안내 신청서
Application for Pre-investigation of Foreign Investor(Real estate, etc)

신청인
 Applicant

성명 Full Name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Passport No.(Alien 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투자대상

Investment Project

투자시설 Investment Facility 개발업체 또는 분양업체
Development enterprise or Selling-in-lots enterprise

투자시설 소재지 Address of Investment Facility

투자예정 금액 Amount of Planned Investment Money          

부동산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체류허가 적합여부에 대하여 

사전심사안내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후 사정변경 등으로 실제 체류허가 등 결정내용이 사전안내와 

다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Following regulations in sojourn administration guidelines of foreign investors, I request the pre-investigation 

of my sojourn suitability as it is written above, and will never raise objections even if the final decision is 

different from the result of pre-investigation due to condition changes in future.

 Date:          년 YYYY       월 MM      일 DD장

    신청인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Sign or stamp)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To Chief, ○○○Immigration(Branch) Office

첨부 : 신분증사본 1부. (1 copy of ID card)

사 전 심 사 결 과

 事先审查结果 
 □ 적합     /    □ 부적합   
    Approved           D isapproved

확인자Confirmer 
(서명 또는 인)

(Sign or stamp)

유의사항 Matters to be attended to

  1. 사전심사안내는 투자금액 등 투자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신청인에 대한 각종 체류허가 등 가능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해주는 것이며, 실제로 체류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Pre-investigation is only for checking possibilities of various sojourn related businesses in advance when the applicant satisfies 

investment conditions such as investment money. It does not make an actual decision about sojourn related businesses.

  2. 사전심사안내를 받은 이후 국내법 위반 및 기타 사정변경 등이 있을 경우 실제 체류허가 등 신청 시에는 사전안내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In case of violating domestic laws or other condition changes, your apply for sojourn related businesses can be decided in a 

different way other than pre-investigation.

210㎜×297㎜[일반용지(2급) 60g/㎡]

[별첨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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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유 지  서 약 서

가. (투자상태 유지) 본인은 대한민국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받음에 

있어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예치한 투자금을 

5년 이상 유지하겠으며,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에 인출할 경우 부여

받은 조건부 영주자격을 즉시 취소해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나. (법령 준수) 본인은 조건부 영주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령 등 제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법무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본인의 투자상태 유지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본인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잘 숙지하였으며, 향후 대한민국에서 조건부 

영주자격으로 체류하는데 상기 사항을 잘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첨부 5】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투자유지 서약서<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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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资持续合约书  

一、（投资状态的持续）投资人本人对大韩民国有条件提供永驻权资格的

公益事业投资移民制度（本金保障无息型），投资金额应持续5年以上，
其间部分或全部中途提取的情况发生时，有条件提供的永驻权资格即刻被取消，
所享受利益将被减除。

二、（法令的遵守）投资人本人对大韩民国有条件提供的永驻权资格的滞留

要恪守出入境管理法令等各种法令。

三、（同意个人信息的使用）法务部和出入境管理事务所等相关机构，为了对

投资人本人的投资状态，投资是否保持与否等进行确认时，积极同意使用所需

最少的投资人个人信息。 

     本人熟知以上事项，今后就大韩民国有条件提供永驻权资格的滞留事

项认真遵循，特此签约。 

                   20    .       .     .  

                     姓名：             (签名)

【첨부 5-1】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투자유지 서약서<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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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RITTEN  OATH  FOR  INV ESTM ENT 

M A INTENANC E

A. (Investment Maintenance) I swear to maintain my investment

capital, which I have deposited to the Public Business Immigrant

Investor Fund (principal guaranteed with no interest), for the next

5 years or more while accepting your conditional offer on

permanent resident status in Korea. I am aware that, if I ever

withdraw a sum or the total amount of the investment during

the period stated above, my permanent resident status will be

revok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B. (Respect for Laws) As a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I will

respec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ex. Immigration Act) during

my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C. (Agreement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 agree that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may use my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my investment account and others.

I, hereby, swear that I have clearly understood the terms and

conditions stated above and that I will respect them during my stay

in Korea as a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20 . . .

Full Name (Signature)

【첨부 5-2】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투자유지 서약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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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1쪽)

초 청 장

<유의사항>

이 초청장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초청인이 작성합니다. 원칙적으로 초청장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니 초청인

께서는 가능한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영사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답변과 관련된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누락되거나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하신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업무에만 활용됩니다.

1. 초청인의 인적사항

1.1 성명 1.2 성별        
                      [  ]남   [  ]여

1.3 국적  

          

           * 영주자격 취득일자 (         년         월         일)

1.4 생년월일

년      월      일

1.5 한국내 체류지

1.6 집 전화번호 1.7 휴대전화번호 1.8 E-mail 주소

2. 교제 및 혼인경위

2.1 언제 배우자를 처음 만났습니까?

                                                                   년          월          일

2.2 어디에서 배우자를 처음 만났습니까?                                                      

2.3 배우자를 소개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  ] 예     (→ 아래 내용을 기재)

                                               [  ] 아니오 (→ 2.4로 이동)

  2.3.1 소개자의 성명 2.3.2 생년월일 

  2.3.3 소개자의 국적 2.3.4 전화번호

  2.3.5 소개자와 부부간의 관계 (지인, 가족, 친구와 같이 단순히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설명)

   초청인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2.4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기재하시오 (양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으로 아래에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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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첫 만남 이후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혼인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시 : 통화내역, 사진 등)가 있다면 제출하시오

     (*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양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으로 아래에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2.6 첫 만남 이후 배우자의 국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 예  (     )회          [  ] 아니오

2.7 첫 만남 이후 배우자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 예  (     )회          [  ] 아니오

2.8 배우자와 결혼식을 하였습니까?   

     [  ] 예 (언제 :      년      월      일 / 어디에서 :                   )     [  ] 아니오

2.9 초청자 및 배우자의 국가에서 각각 혼인이 성립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초청자의 국가 :          년        월        일

      배우자의 국가  :          년        월        일

2.11 현재(초청하고자 하는) 배우자와 동거한 적이 있습니까?

    [  ] 예 (동거장소 :                         / 동거기간 :                부터               까지)

    [  ] 아니오

관계 성명 연락처 혼인인지여부

부 안다  /  모른다

모 안다  /  모른다

안다  /  모른다

안다  /  모른다

안다  /  모른다

안다  /  모른다

안다  /  모른다

2.12 초청인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가 혼인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초청인에게 형제, 자매, 자녀가 있는 경우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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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위 표(2.12)에 기재된 가족 중 혼인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 예 (아래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 아니오

3. 초청인의 혼인경력

3.1 초청인은 과거 혼인한 적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4로 이동) 

3.2 과거 혼인에 대하여 상세히 적으시오

 배우자의 성명 생년월일 배우자의 국적 혼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3 과거 결혼으로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  ] 예  (     )회   

   [  ] 아니오 (→4로 이동)    

3.4 가장 최근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날은 언제입니까?

    (과거 결혼사증 신청일,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연월까지만 기재)            년      월      일

4. 소득요건

구 분 인원 수

초청인과 피초청인(배우자, 미성년 자녀)   명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
(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포함) 

  명

합 계       명

4.1 초청인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표 오른쪽 인원 수를 기재)

4.2 근로소득

 4.2.1 초청인은 현재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습니까? [  ] 예 (아래 내용을 기재)    

[  ] 아니오 (→4.2.6으로 이동)   

 4.2.2 초청인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의 명칭과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직장명 :                        / 주소 :                                                                         )

 4.2.3 이 직장의 고용주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오

        (고용주 성명 :                         / 연락처 :                                          )

(제4쪽)

 4.2.4 초청인이 이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년           월           일부터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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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초청인이 이 직장에서 초청장 작성일로부터 과거 1년간 얻은 세전 수입은 얼마입니까? 

                                                                                                 원

   (* 여기에 기재한 금액이 소득요건 기준(4.2에 기재한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5로 이동)

 4.2.6 초청인이 초청장 작성일로부터 과거 1년간 한국에서 취업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이외에 과거 다녔던 직장을 의미함)             

[  ] 예    

[  ] 아니오 (→4.4로 이동)  

 직장명 주소 고용주 성명 고용주(직장) 연락처

 4.2.7 초청인이 초청장 작성일로부터 과거 1년간 취업하였던 직장명, 주소, 고용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시오

 직장명 근무한 기간 세전 소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원

 4.2.8 초청인이 초청장 작성일로부터 과거 1년간 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직장에서 얻은 세전 소득은 얼마입니까?

 4.2.9 위 표(4.2.8)에서 기재한 세전 소득의 합은 얼마입니까? 

                                                                                                 원

 4.2.10 초청인이 현재 취업하고 있는 직장에서 얻은 소득(4.2.5에 기재한 금액)과 과거 취업하였던 직장에서 얻은 

소득(4.2.9에 기재한 금액)의 합은 얼마입니까?

                                                                                                 원

  

4.4 사업소득 (농림수산업 소득이 여기에 해당)

 4.3.1 초청인은 현재 또는 초청장 작성일로부터 과거 1년간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4.5로 이동)  

 명칭 주 소 전화번호

 4.3.2 사업장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4.3.3 위에 적은 각각의 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오

       (해당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4.3.4 초청인이 초청장 작성일로부터 과거 1년간 사업을 통해 얻은 세전 소득은 총 얼마입니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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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그 밖의 소득 (주의사항 :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만 인정됩니다.)

소득의 종류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연금 중 택일)

세전 소득

원

원

 4.4.1 초청인은 초청장 작성일로부터 과거 1년간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연금에 의한 소득이 있습니까?

       [  ] 예 (아래 내용을 기재)                  [  ] 아니오   

 4.4.2 위 표에 기재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원

5. 주거요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초청인은 배우자가 입국 후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공간은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는 직계가족의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하며,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은 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5.1 배우자가 입국 후 거주하게 될 곳의 주소를 기재하시오            

 

5.2 위 주거공간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 초청인 명의로 소유     [  ] 초청인 명의로 임차    [  ] 가족 명의로 소유    [  ] 가족 명의로 임차

      (* 소유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이나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주거공간의 크기는 몇 m2입니까?

                                  m2 

5.4 주거공간에 방은 몇 개 있습니까?                     개

     (* 부엌, 화장실, 욕실, 현관입구, 창고는 방이 아님)

 성명 연령 초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5.5 위 주거공간에 현재 초청인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5.6 배우자가 입국 후 항상 동거할 예정입니까?  

    (주말부부의 경우 ‘아니오’에 표기)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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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상호제공 여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초청인과 피초청 배우자간 서로의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정보를 상호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질문

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6.1 초청인과 피초청 배우자간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 및 해당 정보를 상호 제공하였나요?        

    [  ] 예        [  ] 아니오   

 

6.2 초청인과 피초청 배우자간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 및 해당 정보를 상호 제공하였나요?  

    [  ] 예        [  ] 아니오   

7. 사실 기재 및 초청제한 등에 대한 확인

  본인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초청장을 직접 작성하였고, 본인이 제출한 초청장에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만약 본인이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첨부한 경우 신청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배우자가 입국 및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되어 강제퇴거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경우 초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                               를 초청하는 초청장을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초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초청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초청인은 가능한 모든 질문에 답변하였는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초청장에 기재된 답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초청장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심사 시 필요한 입증서류가 누락된 경우 또한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건 충족과 입증

서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초청장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외국인을 초청한 초청인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동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초청에 의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를 받았더라도 동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경우 그 외국인을 초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수 없으니 초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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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배경 진술서
(Personal Details Form for F-2-3 Visa)

<유의사항>

이 질문지는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2-3)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작성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니 신청인께서는 가능한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영사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답변과 관련된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누락되거나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

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건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뿐만 아니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하신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업무에만 활용됩니다.

<NOTE>

This form is to be completed by a person applying for a marriage visa(F-2-3). In principle, the evaluation of the visa 

application will be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personal details form. Therefore, the questions must be 

answered to the best of the applicant's knowledge and submit any relevant documentation that can be provided to the 

consul or the immigration officer  as reference. If a necessary answer has been omitted or any relevant 

documentation has not been submitted, the evaluation process for the application may be delayed or 

disapproved. 

  If conditions are not met for the visa or if falsified information and/or documentation are forged to meet the conditions 

required to receive the visa, you will be not only penalized under the relevant Act but also banned from 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If you are unable to provide proper documentation, submit a statement stating the reason.  

  The information you provide in this form will be protected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will 

only be used for matters governed by the Immigration Act.     

1. 인적사항 / PERSONAL INFORMATION

1.1 여권에 기재된 성명 / Your full name (as shown in your passport)

     성 / Famliy name                          

     명 / Given name

1.2 성별 / Sex     

    [  ] 남 / Male

    [  ] 여 / Female

1.3 현지 언어로 성명을 기재하시오 / Your full name written in your native language

     성 / Famliy name                          

     명 / Given name

1.4 과거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였던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그 이름과 변경한 이유를 기재하시오 / 

    Do you have other names you have been known by?(If yes, write the names and explain why you 

changed the names)

     [  ] 예 / Yes                              [  ] 아니오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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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및 혼인관계 / YOUR FAMILY AND SPOUSE

관계

Relation 

to you

성

Family name

명

Given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혼인인지여부

 Whether aware of 

your marriage or not

부

Father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모

Mother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2.1 신청인의 부모, 형제, 자매가 혼인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초청인에게 형제, 자매, 자녀가 있는 경우 빠짐없이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사망한 경우 생년월일에 ‘사망’으로 기재)

    Do your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know about your marriage? (If you have brothers and sisters, 

please include details for all of them below, and if you do not have enough space, please attach a separate statement. 

If not living, write 'DECEASED' in the 'Date of birth' column below.) 

 배우자의 성명

Name of previous spouse

생년월일

Date of birth

배우자의 국적

Nationality

혼인기간

Marriage period

 .      .      . ~       .      .      .

 .      .      . ~       .      .      .

2.2 신청인은 과거에 혼인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married to a person other than your current spouse before?

    [  ] 예 (아래 표를 작성) / Yes (Please provide details about your previous marriages)  

    [  ] 아니오 / No

2.3 현재 배우자 이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배우자가 있습니까?

    Is there another person that you maintain marital relations with other than your current spouse?

    [  ] 예 / Yes                                     [  ] 아니오 / No

 자녀의 성명

Name of child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자녀의 국적

Nationality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

Person charged with custody of child

2.4 신청인은 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습니까? 

    Do you have children from your previous marriages?

    [  ] 예 (아래 표를 작성) / Yes (Please provide details about child)      

    [  ] 아니오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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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 기재에 대한 확인 / CONFIRMATION OF SUBMITTED INFORMATION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신청인은 가능한 모든 질문에 답변하였는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심사가 

(제3쪽 / Page3)

3. 과거 입국경력 / HISTORY OF YOUR PAST ENTRIES

3.1 신청인은 과거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Have you ever visited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  ] 예(아래 표를 작성) / Yes (Please provide details about your visit)   

    [  ] 아니오 / No

방문기간

Duration of visit

방문목적 

Purpose of visit

방문한 지역

Place you visited

 .      .      . ~       .      .      .

 .      .      . ~       .      .      .

 .      .      . ~       .      .      .

    (* 3회 이상 방문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방문한 기록을 기재)

    (* If you visited the Republic of Korea more than 3 times, provide details about the most recent visit.) 

3.2 과거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거부, 입국금지되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refused entry, banned, forcibly expelled, deported, or otherwise requir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  ] 예 (아래에 관련 일시,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시오) / Yes (please provide details)           

     [  ] 아니오 / No

4. 서류작성 시 도움 여부 / ASSISTANCE WITH THIS FORM

 성명

Name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number

신청인과의 관계

Relation to you

.

4.1 이 초청장을 작성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Did you receive assistance in completing this form?

     [  ] 예 (아래 사항을 기재하시오) / Yes (Provide details below)         

      [  ] 아니오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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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본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만약 본인이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첨부한 경우 신청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입국 및 체류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되어 강제퇴거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I certify that I, myself have completed this form based on objective facts and the foregoing information 

as well as the attached documentation is true and correct. I submit this form understanding that not only 

can I be penalized if the information and/or documentation is found to be falsified or forged, I can also 

be disapproved from the application process, have my entry and/or sojourn be cancelled even subsequent to 

receiving a Visa, and/or forcibly deported.  

작성일자(Date)            년(YY)        월(MM)        일(DD)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s name                                   (Signature)

.

지연되거나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신청서에 기재된 답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첨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신청서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신청이 불허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된 사실을 기재

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를 받았더라도 동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Ahead of submitting this form, make sure you answered all of the questions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If a necessary 

answer has been omitted, the evaluation process for the application may be delayed or disapproved. If you have documents 

proving the information written in this form, please submit them together at the time of application. If false information 

is knowingly or willingly submitted  on this form, your application can be refused, and you can be penalized according to 

the relevant Act. 

  Even if you are issued a Visa and subsequently admitted to the Republic of Korea, prov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on this form could be grounds for deport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46 of the immig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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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거주(F-2)자격 부여 대상 자격 종목 및 등급

산 업 분 야 종 목 자격 등급

제조업

(33)

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궤도장비정비 산업기사

사출금형 산업기사
사출금형설계 기사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기계정비 산업기사

기계조립 산업기사

농업기계 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용접 산업기사

일반기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전자부품 장착(SMT) 산업기사

정밀측정 산업기사

금속

금속재료 산업기사
금속(재료분야) 기사
금속(가공분야) 기사

주조 산업기사

표면처리 산업기사

전기
전기 산업기사

전기철도 산업기사

전자
전자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조선 조선 산업기사

토목

건설재료시험 산업기사

콘크리트 산업기사

토목 산업기사

섬유
섬유물리 산업기사

섬유화학 산업기사

환경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에너지 열관리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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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분 야 직종 자격 등급

건설업

(9)

토목
콘크리트 산업기사

철도보선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용접 산업기사

건축

건축도장 산업기사

건축목공 산업기사

조적 산업기사

실내건축 산업기사

국토개발 조경 산업기사

농업

(2)
농림

유기농업 산업기사

축산 산업기사

어업

(4)
해양

수산양식 산업기사

어로 산업기사

수산제조 산업기사

잠수 산업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