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를 위한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

1. 준비물
ㅇ 신원조사증명서 : 재외공관 및 각 지방경찰청 발급
ㅇ 인터넷접속이 가능한 PC와 공인인증서

2. 발급 순서
ㅇ https://apostille.go.kr 접속
ㅇ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최초 접속의 경우 회원가입 실시)
ㅇ 최초 화면에서 ｢문서발행기관｢을 경찰청 으로 선택
ㅇ 이미지와 같이 신원조사증명서 ｢발급 번호｢ 입력
ㅇ 인증서 신청 버튼 누른뒤, 정보 확인 후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력
ㅇ 호치키스로 인증서, 신원조사증명서 순으로 부착 후 제출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www.haansoft.com )

<붙임 2. 민원24 발급 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

1. 준비물
ㅇ 민원24(http://www.minwon.go.kr) 에서 발급 받은 문서
- 16.11.30.(수) 현재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
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6종만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가능
- 해당 문서는 민원24 검색창에서 검색하여 발급 가능
ㅇ 인터넷접속이 가능한 PC와 공인인증서

2. 발급 순서
ㅇ https://apostille.go.kr 접속
ㅇ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최초 접속의 경우 회원가입 실시)
ㅇ 최초 화면에서 ｢문서발행기관｢을 민원24 로 선택
ㅇ 이미지와 같이 공문서의 ｢문서확인번호｢ 16자리 입력
ㅇ 인증서 신청 버튼 누른뒤, 정보 확인 후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력
ㅇ 호치키스로 인증서, 공문서 순으로 부착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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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가족관계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

1. 준비물
ㅇ 전자가족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에서 발급 받은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 가능
ㅇ 인터넷접속이 가능한 PC와 공인인증서

2. 발급 순서
ㅇ 전자가족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접속
- 각종 문서 출력 최종 화면에서 문서의 해외 사용 신청 클릭
ㅇ https://apostille.go.kr 접속
ㅇ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로그인한 ‘동일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최초 접속의 경우 회원가입 실시
ㅇ 최초 화면에서 ｢문서발행기관｢을 대법원으로 선택
ㅇ 하단 이미지와 같이 발급받을 문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력
버튼 클릭

ㅇ 호치키스로 인증서, 공문서 순으로 부착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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