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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윤석희 변호사입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만 하더라도 17,687명의 이주여성

이 한국 남성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온전한 구성

원으로서 생활하기를 소망하지만, 언어의 장벽, 생경한 문화를 접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소수자로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여성이 가정 내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여 생활하기 위해서

는 이들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본회는 2018년부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주여

성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님들이 매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방문하여 국내 이주

여성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회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혼인파탄 과정에서의 법적 구제의 필요성, 특히 이혼 

후 비자와 체류 문제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컨대, 결혼이주 배

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주한 배우자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해소의 귀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재판상 이혼 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거확보가 어려워 귀책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 내지 조정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등 이주여성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

리고 그 이후에도 적절한 법적인 보호 및 구제,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

니다. 

환 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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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포지엄은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과 관련한 판결의 문제점, 정책적 공백 등

을 면 히 검토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이혼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강구하

는 유의미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애써주신 박숙란 이주여성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하여 진형혜 변호사님, 정은혜 변호사님, 장경아 변호사님, 이남주 변호사님, 조연빈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여주실 고지운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

사와 동행 변호사님, 김민정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소장님, 나랑토야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

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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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전주혜입니다. 

「이주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 이혼과 체류를 중심으로 심포

지엄」개최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애쓰신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님, 

허오영숙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분들을 비롯하여 회상회의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내빈 분들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계청의「2019년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국내 전체 혼인의 약 10%는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중 이주 여성과 한국 남성의 혼인은 17,687건에 이릅니다. 이들 이주 여성의 국적 은 

베트남, 중국, 태국순으로 많으며 동남아권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혼인과 더불어  

외국인과의 이혼건수는 6,200건으로 그 가운데 71.3%가 이주 여성의 이혼에 해당합니다. 

여성가족부의「2020년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맞선부터 결혼식까지 평균 5.7일이 

소요되는‘속성 결혼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작년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정 폭력 및 성폭력, 절도, 이혼 절차 등에 관한 법적인 문제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제적 문제로 한국살이의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결혼 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의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만큼 이들은 소통의 어려움, 건강, 

경제력, 폭력성 및 한국인 배우자의 자격 문제를 중대한 혼인 중단 촉발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어 

이들을 위한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보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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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결혼 이주 여성들의 혼인 관계 파탄의 경우 체류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한국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해소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기에 주로 재판 상 이혼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귀책사유 입증 자료 확보의 한계 등으로 인한 결혼 이민자의 이혼 소송 및 

재판 장기화는 이들의 체류 신분과 각종 보호 지원 등의 혜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이민자가 이혼 전후에도 체류 현실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이주 여성에 대한 

법적 구제, 비자와 체류 문제 등의 법률 지원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주 여성들은 피해자들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적절한 법적·의료적·심리적·사회적 지원 

및 제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UN 인종차별 특별 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 여성의 별거 또는 이혼의 

경우 결혼의 결과 또는 지속기간, 그리고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에게 체류 보장 등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내 체류 이주 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오늘 이번 심포지엄에서 결혼 이민

자가 이혼 후에도 이혼 사유, 자녀 양육 및 배우자 가족 구성원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적인 

거주 자격을 갖도록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저 역시 이들이 직면한 각종 어려움과 차별을 철폐할 수 있도록 보다 용이한 사법 절차 

접근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국회의원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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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의 목영준 입니다.

우선, “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이주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신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윤석희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의 허오영숙 대표님과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결혼 이주민 숫자는 

약 30만명에 달하고 이 중 80%는 여성으로, 그 숫자는 전체 혼인여성인구의 8%를 초과합니다. 

이처럼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숫자는 급증하는 반면, 이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법 

제도는 아직 한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주여성 중 42%가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하였고, 86%가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밝혔다고 합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이러한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할 시점입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도 다문화 가정 및 이주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그 분들이 집하여 

거주하는 지방을 직접 찾아가 법률 교육과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해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상담을 할 수 없게 되어,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 입니다.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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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이주여성의 권익, 특히 이혼 및 그 이후의 체류 자격에 관한 현황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오늘의 심포지엄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이주여성의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심포지엄의 발제를 맡아주신 진형혜, 정은혜 변호사님과 토론을 진행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목 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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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타지의 삶을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에게 특히 더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수자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여성변호

사회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중에서도 이혼과 체류를 주요 주제로 삼고 있어서 이주여성의 

현실을 짚어 볼 수 있는 유익한 토론의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주여성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결혼이주민의 체류는 혼인상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F-6)비자는 하위 범주에서 혼인 

생활의 유지, 한국인 배우자 없이 한국 국적 자녀의 양육, 유책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혼인 생활 상태 여부에 따라 체류 자격을 세분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권리 

침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세 분류에 따른 혼인 간이 귀화 절차마저 다르게 운용하고  있습

니다. 한국 체류와 이혼을 연동시킨 체류자격은 때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이혼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2018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인 남성과 이혼한 외국인 여성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하는 등의 전형적인 성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UN의 권고는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치로서 체류권을 담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도 체류와 귀화 관련 내용입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여성변호사회 윤석희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운영하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정기적인 법률상담을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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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는 이주여성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진형혜, 정은혜, 고지운, 김민정, 나랑토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허 오 영 숙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주여성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 

공동연구

박숙란, 진형혜, 정은혜, 장경아, 이남주, 조연빈, 이상희 변호사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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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주여성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구조 사건에 대한 실태 보고

1. 서언 : 결혼이주현황과 체류 요건

가.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은 239,200건

으로 전체 혼인의 9.9%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900건, 4.2% 증가하였다. 그 중 외국인 여

자와 혼인은 17,687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한 반면, 외국인 남자와 혼인은 5,956건으

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다. 그 중 이주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혼인은 17,687건1)으로서 

이주남성이 한국 여성과 혼인하는 경우(5,956건)보다 3배 이상 높았다2).

1) 이주여성의 국적 분포는 베트남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 20.6%, 태국 11.6% 순으로 필리핀, 캄보디아를 포함
한 동남아권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였다. (통계청, 「2019년 혼인·이혼 통계」,  http://www.index.go.kr/potal/
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2019)

2) 외국인과의 혼인 중 외국 여자와 혼인 비중은 74.8%, 외국 남자와 혼인 비중은 25.2%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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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혼인, 2009-2019>

(단위 : 천 건, %)

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총 혼인건수 309.8 326.1 329.1 327.1 322.8 305.5 302.8 281.6 264.5 257.6 239.2 100.0 -7.2 

외국인과의 혼인 33.3 34.2 29.8 28.3 26.0 23.3 21.3 20.6 20.8 22.7 23.6 9.9 4.2 

한국남자+외국여자 25.1 26.3 22.3 20.6 18.3 16.2 14.7 14.8 14.9 16.6 17.7 7.4 6.5 

한국여자+외국남자 8.2 8.0 7.5 7.7 7.7 7.2 6.6 5.8 6.0 6.1 6.0 2.5 -2.2 

<총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 2019>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추이, 199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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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인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국적

(1)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베트남(37.9%), 중국(20.6%), 태국(11.6%) 순으

로 전년대비 외국 여자와의 혼인건수는 베트남(5.9%), 태국(31.4%)은 증가한 반면, 일본

(-8.5%), 캄보디아(-5.1%)는 감소하였다.

(2)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의 국적은 미국(24.6%), 중국(23.6%), 베트남(10.7%) 순으

로 전년대비 외국 남자와의 혼인건수는 베트남(8.9%), 영국(3.3%)은 증가한 반면, 캐나다

(-9.7%), 일본(-15.3%)은 감소하였다.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2009 ~ 2019>

(단위: 건,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男+외국女 25,142 26,274 22,265 20,637 18,307 16,152 14,677 14,822 14,869 16,608 17,687 100.0 6.5 

베 트 남 7,249 9,623 7,636 6,586 5,770 4,743 4,651 5,377 5,364 6,338 6,712 37.9 5.9 

중 국 11,364 9,623 7,549 7,036 6,058 5,485 4,545 4,198 3,880 3,671 3,649 20.6 -0.6 

태 국 496 438 354 323 291 439 543 720 1,017 1,560 2,050 11.6 31.4 

일 본 1,140 1,193 1,124 1,309 1,218 1,345 1,030 838 843 987 903 5.1 -8.5 

필 리 핀 1,643 1,906 2,072 2,216 1,692 1,130 1,006 864 842 852 816 4.6 -4.2 

미 국 416 428 507 526 637 636 577 570 541 567 597 3.4 5.3 

캄보디아 851 1,205 961 525 735 564 524 466 480 455 432 2.4 -5.1 

기 타 1,983 1,858 2,062 2,116 1,906 1,810 1,801 1,789 1,902 2,178 2,528 14.3 16.1 

한국女+외국男 8,158 7,961 7,497 7,688 7,656 7,164 6,597 5,769 5,966 6,090 5,956 100.0 -2.2 

미 국 1,312 1,516 1,632 1,593 1,755 1,748 1,612 1,377 1,392 1,439 1,468 24.6 2.0 

중 국 2,617 2,293 1,869 1,997 1,727 1,579 1,434 1,463 1,523 1,489 1,407 23.6 -5.5 

베 트 남 49 67 93 180 279 283 432 565 586 587 639 10.7 8.9 

캐 나 다 332 403 448 505 475 481 465 398 436 402 363 6.1 -9.7 

일 본 2,422 2,090 1,709 1,582 1,366 1,176 808 381 311 313 265 4.4 -15.3 

영 국 166 178 195 196 197 207 196 186 185 184 190 3.2 3.3 

기 타 1,260 1,414 1,551 1,635 1,857 1,690 1,650 1,399 1,533 1,676 1,624 27.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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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자와 혼인한 외국여자의 국적, 2009년/ 2019년>

<한국여자와 혼인한 외국남자의 국적, 2009년/ 2019년>

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증가는 다문화가정 정착·출산 등에 관한 정책적 문제뿐 아니라, 국제이혼3)

으로 인한 혼인파탄 과정에서의 법적 구제, 이혼 후 비자와 체류 문제 등의 사회적 과제를 

야기하였다. 

3) 2019년 기준, 외국인과의 이혼은 6,200건으로 전체 이혼의 6.2%이며, 그 중 이주여성의 이혼 비중은 71.3%를 차지한
다.(통계청, 「2019년 혼인·이혼 통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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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이민’으로 분류되는 F6비자를 발급받는데, 그에 따른 국내 

체류기간은 1회 당 최장 3년으로 최장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출산·양육하며 한

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할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위 F6비자

를 혼인관계의 존속 현황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는 바, 그 기준은 이하와 같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2020.4)」>

비자 약호 분류 기준

F-6-1

(국민의 배우자)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자녀 양육)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 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혼인 단절)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실

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라. 한편, 외국인과의 이혼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9백 건

으로 외국인 여자와 이혼은 4천 9백건, 외국인 남자와 이혼은 2천 건으로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구성비는 6.2%에 달한다. 외국인과의 이혼 중 외국인 여자와 이혼 비중

은 71.3%, 외국인 남자와 이혼 비중은 28.7%를 차지하였다. 

<외국인과의 이혼, 2009~2019>

(단위 : 천 건, %)

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
전년대비
증감률구성비

총 이혼건수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6.0 108.7 110.8 100.0 2.0

외국인과의 이혼 11.5 11.1 11.5 10.9 10.5 9.8 8.2 7.7 7.1 7.1 6.9 6.2 -3.4

한국남자+외국여자 8.2 7.9 8.3 7.9 7.6 7.0 5.7 5.6 5.2 5.2 4.9 4.4 -5.0

한국여자+외국남자 3.2 3.2 3.1 3.0 2.9 2.8 2.5 2.1 1.9 2.0 2.0 1.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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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비중, 2019>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추이, 1999-2019>

한국 남자와 이혼한 외국 여자의 국적 구성비는 중국(42.8%), 베트남(29.8%), 필리핀(4.7%) 

순이고 한국 여자와 이혼한 외국 남자의 국적 구성비는 중국(41.1%), 일본(22.6%), 미국(12.4%)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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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 2009-2019>

(단위 : 건,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구성비

한국男+외국女 8,246 7,852 8,349 7,878 7,588 6,998 5,743 5,610 5,206 5,174 4,917 100.0 -5.0

중 국 5,562 4,705 4,783 4,204 3,797 3,402 2,830 2,703 2,351 2,275 2,104 42.8 -7.5

베 트 남 1,292 1,552 1,931 1,992 2,057 1,821 1,480 1,570 1,575 1,570 1,463 29.8 -6.8

필 리 핀 285 299 328 395 435 449 366 298 242 257 231 4.7 -10.1

일 본 227 259 292 254 259 290 235 186 172 180 193 3.9 7.2

태 국 113 128 137 129 133 107 101 107 132 143 169 3.4 18.2

캄 보 디 아 109 167 192 180 152 155 137 157 134 157 139 2.8 -11.5

미 국 94 107 85 105 114 117 107 111 137 114 127 2.6 11.4

기 타 564 635 601 619 641 657 487 478 463 478 491 10.0 2.7

한국女+외국男 3,227 3,236 3,146 3,009 2,892 2,756 2,494 2,055 1,924 1,966 1,982 100.0 0.8

중 국 1,064 1,025 1,139 1,051 1,080 1,025 992 919 843 816 814 41.1 -0.2

일 본 1,628 1,638 1,466 1,396 1,196 1,108 893 505 442 490 448 22.6 -8.6

미 국 263 277 240 233 249 250 230 230 214 229 246 12.4 7.4

베 트 남 16 18 17 18 19 25 36 62 61 81 97 4.9 19.8

캐 나 다 29 43 32 52 48 54 32 49 47 49 57 2.9 16.3

파 키 스 탄 35 38 51 49 55 54 54 33 49 43 40 2.0 -7.0

기 타 192 197 201 210 245 240 257 257 268 258 280 14.1 8.5

<한국남자와 이혼한 외국여자의 국적, 20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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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와 이혼한 외국남자의 국적, 2009/ 2019>

마. 결혼이주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주한 배우자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하

기 위하여 ‘한국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해소의 귀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때문에 

이혼 후 한국 체류를 위하여는 반드시 재판 상 이혼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특히 결혼이주

배우자의 압도적 다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사회적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에게 

이혼 및 체류와 관련한 제 문제는 필연적으로 소송을 예정하며, 법률시장의 접근성이 낮은 

만큼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사)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해 온 결혼이주여

성들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례와 지원활동을 통해 확인한 현행 결혼이주제도의 

문제점과 혼인파탄 과정에서의 법적 구제, 이혼 후 비자와 체류 문제 등에 관한 개선안 마

련 등 우리 사회가 나아갈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이주여성 법률구조사업의 개요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주여성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이

주여성특위’)를 구성하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법률지원 협약을 맺고 2018년부터 국내 이주

여성의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1년 3월 현재까지 20명의 변호사가 이주여성특위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월 1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동 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이주여성의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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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을 담당한 이주여성특위 위원이 구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

건들은 이주여성특위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그 제반의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에 비추어 

여성의 인권·공익적 관점에서 구조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주여성특위의 의결과 판단을 거

쳐 법률구조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법률구조 사건으로 지정되면 담당 변호사가 행정·형사·민

사·이혼 등 당해 분야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각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3. 구조 사건의 유형 및 분류

법률상담을 담당한 이주여성특위 위원의 법률구조 신청사건은 2018. 10.부터 2021. 2.까지 

총 37건이며, 그 중 36건이 법률구조 대상으로 승인되어 소송 대리 등의 법률지원이 이루어

졌다. 

36건의 법률구조 현황으로 살펴 본 이주여성들의 구조 요청 사건은 다음과 같이 가사 및 민사

소송 30건4), 행정소송 4건, 형사소송(피해자 형사고소 대리) 2건으로 분류되었다.

<이주여성특위 법률구조 사건 분류>

사건 분류 내용 건수

가사

이혼(혼인무효 1건 포함) 등 24

친권자(양육권자) 지정·변경 2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1

양육비 1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민사) 2

행정

부당해고구제신청

4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

귀화불허처분

형사 형사고소 2

합     계 36

4) 가사소송 28건 외에 이혼소송의 판결 확정 후 위자료 등의 판결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신청사건(민사) 
2건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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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신청 사건의 80% 이상은 가사소송으로 국내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 소송이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이외에도 양육권자(친권자) 등 지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양육비 

및 이혼소송 확정에 따른 판결금 강제집행 등 모두 혼인관계 해소로 인한 사건이었다. 체류기간 

연장불허가 내지 귀화불허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또한 이혼 이후 이주여성의 국내 체류·정착을 

위한 것으로서, 결국 이주여성들이 직면한 법률적 문제는 주로 ‘이혼’과 ‘체류’에 관한 것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4. 문제의 제기 

이주여성들의 가사소송은 당사자가 이혼만을 강력하게 원하는 나머지 위자료·재산분할에 관

한 청구는 포기한다거나, 양육비 금액이 과소하게 책정되고, 조정·화해권고 종결사건이 다수이

나 이혼 후 체류기간연장을 위하여는 상대방의 유책이 확인될 수 있도록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였는데, 특히 이혼 후의 체류연장 허가의 문제와 결합하여 ‘상대방의 

유책’ 입증에 전력할 수 밖에 없으며 원만히 합의되었더라도 단순하게 협의이혼에 임할 수 없다

는 사정 등은 국내의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상이하였다.

실제로, ‘외국인체류 안내메뉴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과 국적법 조항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나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단절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

며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체류 안내메뉴얼(2018.7.)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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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

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

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1조(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의 귀화신청 접수 등)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

의 자료에 의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

야 한다.

1. 판결문

2.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나 진단서

3.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결정문 등

4.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나 출국사실증명원

5.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혼인관계 단절 당시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6.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가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

7.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보장

의 필요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법무부는 2019. 8.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시행하였으나 그 

실효성의 문제, 외국인체류 안내메뉴얼·국적법 상 귀책사유에 관한 해석이나 유책 판단에 관한 

판례는 일관되지 않아 이혼을 전후한 이주여성들의 체류 현실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에 현재 시행중인, 종전보다 개선된 결혼이민제도의 주요 내용 및 관련규정들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주여성특위에서 수행한 법률구조 사례에 대해 소송실무를 중심으로 이주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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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실태와 귀책사유, 귀책사유 판단에 관한 법원의 판례 동향을 살펴본 후 결혼이주민의 혼인

단절 후 체류 문제에 관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결혼이민과 관련하여 변화된 제도 및 관련 법령

1. 결혼이민과 관련하여 개선된 제도 

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신원보증제도 폐지(2011. 12.)

나. 결혼사증발급 기준 개선(2014. 4.)

다.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일정 소득 및 주거를 갖추어야 결혼이민자의 초청 가능. 외국인 배

우자의 경우 일정 수준이상의 한국어 습득과 교육 시간(120시간)을 통해 한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출입국관리법령 개정

라.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마련 

   :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특칙 

조항 마련5)  

마. 한국인 배우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허가나 영주·귀화 신청이 취소되

는 것은 아님.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 등 체류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어야만 체류허가 취소가 가능.

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이혼하거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 되었어도  본인

에게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없으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체류기간 연장·영주, 귀화 신

청이 가능

사. 국민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국민인 

배우자에 대한 가출신고서, 배우자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등으로 그 피해사실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5)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
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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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선안

가. 혼인 관계 해소 시 귀책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

나. 체류기간 연장 시 선허가 후조사 원칙(단, 위장결혼 등이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 선조사 후

허가),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 외국인 등록시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 부여 

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동반없이도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결혼 이민자 단독 신청가능)

라. 자녀 양육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 등록 시 부터 3년간의 체류기

간 부여(혼인 관계 유지시 연장 가능). : 종전의 경우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 1년 부여, 

이후 2년 또는 3년으로 구분하여 허가

마.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경우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 불허(원-스트라이크 아웃)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이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

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여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환경 조성(단, 자녀양

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

3. 결혼이민자 사전보호 제도

가. 결혼이민자 입국 전 사전정보 제공 및 상호신상정보 제공의무 강화6))

나. 결혼이민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로 가정 폭력시 대응방법, 체류 및 귀화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해외 민간한국어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제공, 120시간 한국어 교육 이수 후 결혼

사증 신청 가능 

다. 결혼사증 전담창구를 설치. 

해외 비자신청센터(해외 공관 등에 설치된 센터 숫자  : 중국 5, 베트남 2, 인도네시아 1, 

몽골 1, 독일 1, 프랑스 1, 비자신청센터가 없는 공관은 공관 자체적으로 결혼사증 전담직

원 지정)에 결혼사증 전담창구를 설치, 전담직원이 결혼이민을 위한 비자신청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신원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 

라. 한국인 배우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및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면제하는 경우의 요건 강화

한국인 배우자 중 국제 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을 종전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

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시 면제하였던 것을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 2019. 10.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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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제3국에서 장기사증으로 체류시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 이수 면제하는 것으로 강화 

4.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 보호 제도

가. 불시, 정례 등 상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결혼 이민을 위한 위장 결혼 또는 입국 후 

잠적 사실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나. 결혼이민자의 주된 귀책사유(ex. 입국 후 잠적, 본국에서 혼인 등 중혼사실) 등으로 혼인관

계가 단절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에게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실태조사신청권 부여

  

5.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외국인에 대한 옴부즈맨 제도(2019. 도입)

가. 전국 16개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다문화사회전문가(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전문인력으

로 법무부에서 3,580명 양성), 사회통합위원(사회통합지원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위촉, 지

방 출입국 관서에서 약 274명 활동) 등이 한국어 능력과 법률지식이 미약한 결혼이민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상담과 조력을 하는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반론권 역시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균형있는 상담 실시. 

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을 돕는 제도 

구축(이혼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이혼 조정, 협의이혼 등의 경우 책임소재를 판별하는 과

정에서 도움),  

다. 체류기간 연장시 원칙적으로 선허가, 후조사 방식으로 전환, 혼인의 진정성 입증시 외국인 

등록시부터 체류기간 상한 3년 부여

라.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 외에 현재 전국 16개국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운영중인 권익증진협

의회의 활성화  

6. 귀화제도의 개선

가. 귀화심사기간 장기화 방지 : 혼인귀화의 경우 약 10월~18개월 소요

나.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실태조사를 간소화

다. 귀화 면접관 선발시 인권 및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검증 및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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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주여성의 이혼과 귀책사유

1. 지원 사례로 본 주된 이혼사유

가.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를 이혼 사유로 하는 경우

가 대다수였고, 그 밖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양의무 해태,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대우, 

사실상의 결혼생활 파탄 등을 이혼 사유로 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폭행 피해사실의 경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폭행 당한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적극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나, 다른 이혼 사유들의 경우 이를 소송상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배우자의 폭행을 피해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등에 입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거 행

위가 소송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쌍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역시 크다. 

나. 〈사례별로 살펴본 유형별 정리〉

사례 이혼 사유 입증자료 비고 

사례(1)
부정행위, 폭행, 혼인생활 
사실상 파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가정폭력 피해자 
입퇴소 사실확인원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원고승소판결 
확정

사례(2)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
이혼하지 않는 것 
으로 임의조정 성립

사례(3)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형사사건절차 진행상황, 쉽터 입소
확인서

사례(4) 부양의무 해태, 폭언, 폭행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쉼터 입소
확인원, 이웃 및 친정어머니 진술서,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사건사실확인원

사례(5)
부양의무 해태,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대우

쉼터 입퇴소 사실확인서

사례(6) 폭언, 폭행 -

사례(7) 부양의무 해태, 폭행 상담사실확인서, 112신고내역서

사례(8) 폭행 응급기록지, 파출소 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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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9)
부당한 대우, 혼인생활 
사실상 파탄

-
합의 후 화해권고
결정 확정

사례(10)
부정행위, 폭행, 혼인생활 
사실상 파탄

-
(외부)사선변호인 
선임

사례(11)
부양의무 해태, 폭언, 폭행,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진단서

사례(12)
폭언, 부당한 대우, 혼인생활
사실상 파탄

-

사례(13) 부양의무 해태, 폭행 -

사례(14) 폭행, 혼인생활 사실상 파탄

경찰서 사건접수증,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 피해자보
호시설 입소확인서, 진단서, 사건사
실확인원, 상처 사진

(외부)사선변호인 
선임

사례(15) 부양의무 해태, 폭언, 폭행 -

사례(16) 부당한 대우 -

사례(17)
부정행위, 폭행, 혼인생활 
사실상 파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상처 사진

사례(18) 폭언, 폭행 상처사진, 임시조치결정문

사례(19)
부정행위, 폭행, 혼인생활 
사실상 파탄

-

사례(20)
부정행위, 폭행, 혼인생활 
사실상 파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례(21)
폭언, 폭행, 혼인생활
사실상 파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례(22) 부정행위, 폭언, 폭행 -

사례(23)
폭언, 폭행, 혼인생활
사실상 파탄

상해진단서, 시설입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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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유무에 대한 법원의 태도

가.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

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

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

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

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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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중 과거 국민의 배우자(F-6-1, F-2-1 포함)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사람으로 과거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

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혼인단절자(F-6-3)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심사기준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라 함은 상대방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상대방 배우

자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1) 심사기준의 변화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

다는 종전의 태도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아 혼인 파탄의 책임을 완화

기존에는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어야 했지

만, 최근에는 대법원이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

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7.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

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

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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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

66869 판결), 기존의 엄격한 입장에서 벗어나 혼인 파탄에 관한 주된 책임이 국민 배우자

에게 있는 등 국민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는 것이 입증되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

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라는 문제는 

우리의 사법제도에서 가정법원의 법관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F-6-3)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이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가정법원 판단이 주된 귀책사유 인정여부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 2018두66869 판결의 주요 판시 내용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

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

【판시사항】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관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호의4 

(다)목의 입법 취지 및 그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

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의미

[2]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사유 /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

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결혼이민

[F-6 (다)목]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이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해

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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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에 관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

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28호의4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

국 국민과 혼인하여 당초 결혼이민[F-6 (가)목]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하

여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에서 계속 체

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부 사이의 혼인파탄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거나 많지 않을 것으

로 보이는데,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상

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

유 탓이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 등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

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

에다가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은 1회에 3년 이내의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기

간 만료 시 그 체류자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실질적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영구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영주(F-5) 체

류자격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허가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

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다시 말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가 처

분사유가 된다.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사정들은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해당한다.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

소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행정청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수소법원은 증명된 평가요소들을 종합하여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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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실무상 문제점

1) 주된 귀책사유 입증자료의 한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

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수소법원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

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

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 일반적으

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한 사정들이 혼인관계 당사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피고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반면, 혼인관계의 당사자인 원고는 상대적으

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 행정청

은 처분 전에 실태조사를 통해 혼인관계 쌍방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한 사정들을 파악할 수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한국의 제도나 문화

에 대한 이해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평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수집·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거나 이

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라는 문제는 우리의 사법제도에서 가정법원의 법관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

여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이

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 이혼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아 이혼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책임판단에서 누락된 사정이 일부 있더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을 함부로 뒤집으려고 해서는 안 되

며, 이혼확정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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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의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될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이 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 확인서가 피해 입증 자료로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폭행 피해의 경우를 제외한 이혼사유의 경우 이를 소송상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

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2)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 판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일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존중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다만,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가 종결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방에 있음이 재판상 인정된 경우에도 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

유로 허가권자가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다(울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6716 판결 참조).

3) 협의이혼, 조정이혼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일방에 있다는 문구가 합의서나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귀책사유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요구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일방에 있다는 문구가 합의서나  조

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청은 가정법원의 판결문에 준하여 받아들이지 않

고, 귀책사유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하며 행정

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

증에 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

두36402 판결 참조)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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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제 사례 분석

1. 서설 

이주여성특위에서 지원한 사례 중 

① P000가 G출입국 사무소 외국인 사무소 M출장소장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

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G출입국 사무소 외국인 사무소 M출장소장은 2020. 3. 26.  

P000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불

허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소송과 ② R00가 S출입국외

국인청 S출장소장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S출입국

외국인청 S출장소장은 2020. 5. 13. R00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

분취소소송을 한 사례가 있다. 

위 사례 모두 대법원에서 2019. 7. 4.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

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략-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는 취지의 혼인파탄책임이 완화된 대법원판

결(2018두66869 판결)이 선고된 이후이고, 

법무부가 2019. 8. 21. ‘혼인관계 해소시 결혼이민자의 귀책사유 입증조력제도를 구축하고, 체

류기간 연장 시 원칙적으로 「선(先)허가 후(後)조사」방식으로 전환하며,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

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상한(3년)을 부여합니다. -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이혼 등으로 인해 귀책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이혼조정서, 협의이혼 등), 책임소재를 판별하는데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

록「외국인 체류 옴부즈만」제도를 신설합니다.(‘19. 하반기 시행 예정)’라는 내용이 담긴  “결혼

이민제도 개선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의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에 대한 

사건이어서 그 의미는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1]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인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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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시 ‘선허가 후조사’나 신설된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제도」가 G출입국 사무소 외국인 사

무소 M출장소나 S출입국외국인청 S출장소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으며, [2] 하급심 

법원 판결에 있어서도  ①P000사건에서는 ‘원고와 소외인의 책임은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고 판단한 이혼확정판결과 다른 내용을 판단을 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

다’는 미명하에 P000에게 기각판결(2020구합12599판결)을, ② R00사건에서는 ‘이혼소송

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그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채택한 증거

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유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

하에 R00에게 기각판결(2020구단 61440 판결)을 하여 모두 이주여성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다. 

2. P000사건과 R00 사건에 대한 소송진행 경과 및 판결에 대하여   

가. P000사건 

(1) 사건 개요 

P000[이하 원고로 지칭] 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 국적의 남성과 2018. 2. 23. 혼

인신고를 하고 2018. 8. 16.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음. 남편[이하 소외인으

로 지칭]은 2018. 8. 17.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남성 성기 모양의 기구 등의 사용을 

강요하는 등 결국 원고는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하였음. 원고는 2018. 10. 18. 소외인을 상

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소외인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였

음. 위 이혼사건을 진행한 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드단1833(본소), 2018드단

1840(반소)]은 2019. 8. 21. 원고와 소외인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는 이유로 본소 및 반소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원

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음. 원고는 G출입

국 사무소 외국인 사무소 M출장소장[이하 피고로 지칭]에 결혼이민 즉 F6 체류자격의 체

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26. 원고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

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함. 이에 원고는  2020. 3. 26 피고가 원

고에게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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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안의 쟁점 

원고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결혼이민 F-6 다목 비자의 의미와 입법

취지.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소외인에게 있는지 여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

가 누구에게 있는지의 판단의 주체. 

(3) 소송진행 경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은 원고가  제기한 이혼 사건에서 2019. 8. 21. 원고와 소외인의 혼

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한쪽 당사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혼인생활 중 발생한 부부사

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집을 떠나 갈등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

로 심화시킨 원고의 잘못에 부부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회

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소외인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소외인 

모두에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양 책임은 경중을 가리기 어렵울 정도로 대등하다고 판시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9. 8. 21. 선고 2018드단 1833(본소) 이혼 2018드단1840(반

소)이혼) 원고는 G출입국 사무소 외국인 사무소 M출장소장에 체류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위 목포출장소장은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 귀책사유 불명확 등”이유로 원고의 체

류기간 연장에 대하여 불허 결정을 하였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결정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G출입국 사무소 외국인 사무소 M출장소장을 피고로  2020. 6. 19. 체류기간

연장등 불허가처분취소 소장 접수[청구취지:위 피고가 2020. 3. 26.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결정을 취소한다]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4)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법원의 판결 [2020구합12599판결] 

위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0, 제25조등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

식 체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

위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

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변

경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체류기간 연장허

가는 신청인에게 기존에 인정받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데 위 결혼이민(F-6 다목)의 입법취지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당초 결

혼이민(F6 가목)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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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인데 한편 부부사

이의 혼인파탄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거나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이민 체류 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엄

격하게 해석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 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국

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탓이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

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등 우리민법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혼인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게 되고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수 있으므

로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

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고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와 소외인의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소외인에게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처

분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인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확정판결은 혼인생활 중 발생한 

부부사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집을 떠나 갈등을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심화시킨 원고의 잘못도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음을 명시하고 원고와 소외

인 모두 혼인관계에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우

리 사법제도에서 가정법원의 법관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혼확

정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소외인이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내내 성적학대행위, 폭행등을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2020. 12.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0구합

12599판결) 

(5) 소결 

위 판례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허가권자는 재량을 가지고 결혼이

민 F-6 다목 비자[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

나 실종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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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의미는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

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가정법

원의 법관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R00 사건 

(1) 사건개요  

R00(이하 원고라고 약칭)는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7. 16. 대한민국 국민인 이00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6. 1. 21. 결혼이민(F-6)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

였음. 원고는 2018. 11. 1. 이00과 그의 전 배우자인 강00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01209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함)을 제기하였음. 위 이혼소

송에서 2019. 5. 9. ‘원고와 이00은 이혼하고 이00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200만원을 지

급하며 원고는 강00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원고는 S출입

국외국인청 S출장소장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음. 

위 소장(이하 피고라고 약칭)은 2020. 5. 13.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

자의 귀책사유 불명확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가 결정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S출

입국외국인청 S출장소장을 피고로 피고가 202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2) 쟁점 

이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은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의미와 더불어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거력, 혼인관계의 주된 귀책사유의 당사

자가 누구인지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 졌다. 

(3) 소송진행상황 

원고가 제기한 위 체류기간 연장등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21. 2. 4. 

S출입국외국인청 S출장소장이 2020. 5. 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불허가 처

분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2021누3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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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 61440 판결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

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이혼 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그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

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채택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

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유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원고와 이00의 혼인관계가 이00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에 기인한 재량권 일탈남

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이00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1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실제 위자료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곧바로 이00에게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이00과 강00[이00의 전처]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

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

니다 라고 판시하였다.

(5) 소결 

1심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

용의 기재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자유로운 심

증에 의하여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 즉, 귀책사유 판단에 있

어서 조정의 경우 자유로운 심증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인 바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3. 두 사건의 체류허가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한 문제점

체류허가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에 대해서는 ① P000 사건의 경우 이혼확정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

다.’는 내용이 있고, ② R00 사건의 경우 이혼소송에서 ‘ 원고와 이00은 이혼하고 이00은 원고

에게 위자료로 1,200만원 지급하며, 원고는 강00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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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G출입국 사무소 외국인 사무소 M출장소에서는 ‘선허가 후조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체류기간연장신청시 이혼등으로 인해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책임소재를 판별하는데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 제도조차 활용하지 않고 각 체류허가기간연장등불허가처

분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P000에 대한 판결(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599판결)에 대해서는 이혼확정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

다.’는 내용의 경우, 대법원 판결(2018두66869)에서의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

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체류자격요건의 충족가능성이 

있고, 입증책임은 행정청인 G출입국 사무소 외국인 사무소 M출장소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P000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듯한 판시를 하였으며, 이혼확정판결과 다른 내용판단에 있어 신

중하여야 한다는 것만 내세워 성관계요구와 성기모양의 기구사용 관련 성폭행 가능성에 대한 성

인지감수성은 등한시한 채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청구에 있어 기각판결을 한 문제점이 

있다.

R00에 대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단 61440 판결)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갈

음하는 결정조서의 내용이  ‘ 원고와 이00은 이혼하고 이00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200만원 지

급하며, 원고는 강00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 있었음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확

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4두36402)을 원용하며, 자유심

증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책임 유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가 제출 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이00의 혼인관계가 이00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며, 입증책임을 행정청인  

S출입국외국인청 S출장소가 아닌 R00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듯한 판시로 마찬가지로 R00의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청구에 있어 기각판결을 한 문제점이 있다. 

위와 같이 법무부의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이나 대법원의 혼인파탄사유 완화, 입증책임이 행정

청에 있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이후 체류자격에 대

한 불리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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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언 

1.  정책적 제언 및 판결의 개선방향 

가. 정책적 제언 

 

현행 2021. 2.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서는, 특히 이혼으로 인한 혼인단절자 에 대한 체류자

격(F-6-3) 변경허가 및 혼인 단절자(F-6-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경우 국민 배우자의 귀

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혼의 경우 국민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입수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거나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는 바, 체류기간 연장 시 원칙적으

로 「선(先)허가 후(後)조사」방식의 실질적 전환과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책임소재를 판별하는데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외국인 체류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결의 개선방향 

(1) 혼인파탄의 귀책이 대등할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인정 필요 

대법원 판결(2018두66869 판결)에서는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

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

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 바, 혼인파

탄의 귀책이 대등할 경우에도 체류자격요건에 해당한다는 적극적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2) 가정법원의 이혼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조정조서, 협의이혼 등 국민의 배우자의 귀책

사유 내용을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존중 필요

대법원 판결(2014두36402 판결)에서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그 결

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정판결에서 인정

된 사실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채택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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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라고 하고 있다. 

조정결정조서, 협의이혼 등에 국민의 배우자의 귀책사유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결혼이민자

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소송에서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바, 가정법원의 이혼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조정조서, 협의이혼 등 국민의 

배우자의 귀책사유 내용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존중하여 국민 배우자의 

귀책 사유의 인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체류를 연장하거나 허가함에 있어 법원의 일관된 해

석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행정청의 증명책임의 실질화 

대법원 판결(2018두66869 판결)에서 ‘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

에서도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중략-피고 

행정청은 처분 전에 실태조사를 통해 혼인관계의 쌍방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한 사정들을 파악할 수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한국의 제도나 문

화에 대한 이해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평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수집·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거나 이혼

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 바,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음을 소송진행과정에서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 18, 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7)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에 관하여

21.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결혼 이민자”)이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의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들이 미성년

자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지 않거나, 혼인 단절에 본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 

체류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이혼 후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귀국하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당사국이 한국 아버지에 의한 자녀 부양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제 5 조).

22. 인종차별의 성인지적(gender-related) 차원에 관한 위원회 일반권고 제25호(2000년)을 상

기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건 없이 모든 “결혼이민자”에게 확

대 적용하고, 모든 “결혼이민자”에게 동등한 지원과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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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ttp://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66905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venteenth to nineteen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Marriage 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21.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only 

available to foreigners who have married a Korean citizen (“marriage migrants”) if they are 

pregnant, raising a child or supporting a family member of their Korean spouse.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in the event of divorce marriage migrants are not allowed 

to stay in the country unless they perform typically gendered roles, such as raising an 

underage child or taking care of members of the Korean spouse’s family, or it is found 

that they were not responsible for the termination of marriage.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in cases where marriage migrants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after a 

divorce with custody of their children of Korean nationality, the State party fails to take 

adequate measures to guarantee that child support is maintained by the Korean father (art. 5)

22. In the light of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25 (2000) on gender-related dimensions of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te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o all marriage migrants without conditions and take measures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결혼이민자”가 이혼 후에도 이혼 사유와 무관히, 그리고 자

녀 양육 및 배우자 가족 구성원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이혼 후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귀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혼 절차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적절한 행정적 

및 사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권고한다. 

23.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적어도 한명의 한국인을 포함한 가족

만을 의미함으로써 양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재외동포의 결혼은 배제된 데 대해 우려

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배제로 인해 난민신청자 및 난민을 포함한 이주 가족이 

“다문화가족”만 특정하게 제공받는 혜택과 지원의 범위에서 벗어나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제 2, 5 조).

24.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재검토하여 (외국인 부부로 구성된 가족 및 재외

동포로 구성된 가족과 같이) 적어도 한명의 구성원이 한국인이 아닌 모든 가족으로 확대하

여 차별 없이 모든 가족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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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사항 및 입법의 개선방안 

즉,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결혼이민자”가 이혼 후에도 이혼 사유와 무관히, 그리고 자녀 

양육 및 배우자 가족 구성원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변

경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이혼 후에도 이혼 절차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적절한 

행정적 및 사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출입국관리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 2에서 장기체류자격 27. 결혼이민 (F-6) 다목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to ensure equivalent support and benefits to all marriage migrant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w marriage migrants to change their residence status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live in the State party after the marriage is terminated, 

regardless of the reasons for that termination and whether they are raising a child or taking 

care of their spouse’s family members.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rease its efforts to provide adequat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support to 

marriage migrants who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with their Korean children in 

relation to divorce proceedings and child custody.

23.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defi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only refers to families composed of at least one Korean 

citizen and thereby excludes a marriage where both partners are foreigners or among 

ethnic Koreans from another country. It is also concerned that such an exclusion prevents 

migrant families, including asylum seekers and refugees, from support and a range of 

benefits that are specifically reserved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ts. 2 and 5).

2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the defi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extend it to all families where at least one member is not a Korean citizen, 

such as families composed of two foreign partners and families composed of ethnic 

Koreans from another country, in order to grant the same benefits to all families, without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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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운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 각 발제문은 이주여성의 이혼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이혼 

시 이주여성이 겪는 여러 문제, 체류자격 취득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을 폭넓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 제1발제자 진형혜 변호사님께서는 이혼 사유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유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변화와 그럼에도 존재하는 귀책사유 입증의 한계 등을 제시해주

셨습니다. 제2발제자 정은혜 변호사님께서는 실제 진행했던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하고, 2019년 법무부의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이나 대법원 판례

의 태도 변화-혼인파탄 사유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이혼 후 체류기간 연장이 어렵

다는 점을 제시해 주셨고,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소송지원을 하다보면, 소송 전 단계부터 이주여성들은 체류자격을 

걱정하며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소송절차에 나아가더라도 상대방의 귀

책사유 입증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사례의 경우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또는 경찰의 사

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이 있어 상대방의 귀책사유 있음이 명확했음 에도 체류자격(F63) 

변경허가 상 귀책사유 입증을 위하여는 반드시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러

한 법적 미비점을 알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는 가정폭력의 가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이주여성에게 “이혼하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

토 론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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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날거다.”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주여성은 가정폭력신

고를 꺼리거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 준비를 하는 것도 주저하게 됩니다. 한편 미성

년 자녀가 있는 이주여성은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하였더라도 면접교섭을 이행하

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이혼 후 이주여성의 면접교섭을 방

해하고, 이주여성에게 면접교섭을 하게 해주는-즉, 자녀를 보여주는-조건으로 정해진 양육

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1).    

  

○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행한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은 혼인단절자(이

혼)의 체류자격(F63) 변경을 허가할 때 제출 가능한 귀책사유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

습니다2). 귀책사유 입증자료로 예시된 서류로는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

자의 4촌 이내 친척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주여성이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더라도, 허가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에서는 귀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재판상 이혼을 통한 판결문)을 요구하고 실무상 이혼 판

결문을 기준으로 귀책사유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제1발제 및 제2발제에서 제안한 정책적 제언 및 판결의 개선방향에 크게 공감합니다. 특히 

제2발제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시 원칙적으로 「선(先)허가 후

(後)조사」방식을 취하여야 하고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 2에서 장기체류

자격 27. 결혼이민 (F-6) 다목을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정상

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귀책사유 요건을 삭제 또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개정 전 귀책사유 판단을 해야 할 경우 이주여성이 귀책사유 입증자료로 예시된 서류(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

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를 제출하였다면 상대방 귀책사유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

상으로는 경찰 신고 내역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상 배우자 폭행이 확인되었다 던지 협의이

1) 민기연·이영선,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해체 경험』,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13(2), 2020.06, 
157page – 158page 참조

2)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403page 참조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
06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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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내지 조정이혼 결과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내지 조정조서에 위자료 등 상대방 귀책

사유가 명시되었다면 상대방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은 혼인생활 중 여러 요소의 결합으로 기인하는 것이고 일방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는 점, 2019년 주된 귀책사유 입증조건이라는 대

법원 판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혼의 주된 책임귀속에 대한 판단 역시 어렵다는 점, 체류

여부는 당사자 간 귀책사유의 경중을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혼 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이주여성에게 

전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개

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판례는 출입국 행정의 광범위한 정책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하급행정청이 외국인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인 심사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출입국 정책 집행 단계에서의 재량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3). 이러한 판

례의 태도와 궤를 함께하여, 일방 당사자의 정신적·물리적 폭력이 있었던 사실이 이미 각종 

객관적 자료(전술한 사건사실확인원 이외에 지인·이웃의 진술서, 폭언 녹취록, 제2발제의 

P00사건 중 이혼 판결문 내 설시된 성관계 요구 정황 등)에서 나타났다면 실무상 동 자료

들을 근거로 체류기간 연장을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심포지엄은 이혼과 체류를 중심으로 한 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을 그 논의의 대

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향후 이주여성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을 위하여 양육권 이외

의 다른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 이혼 후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문제 등 좀 

더 폭넓은 논의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3) “......(중략)......여기에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의 법규명령으로 구체화하
는 과정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하위의 법규명령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 심사에서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통령령과 법무부장관이 수립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하급행정청이 외국인 개개인
에 대하여 개별적인 심사와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재량과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재량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며, 개별처분은 정책집행의 영역이다......
(중략)......출입국관리법에서는 정책집행의 영역에 속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 각각에 관
하여 행정청이 누리는 재량의 범위가 모두 동일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재량의 범위는 각각의 근거법령과 
문언과 규율 도, 입국,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귀화, 출국과 같은 출입국관리행정의 단계, 당해 행정처분이 침익적인
지 아니면 수익적인지, 행정처분을 통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지위의 성격과 등급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3.10.10.선고 2013구합103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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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소장(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판결을 받기보다는 합의이혼, 조정 등을 통해 이혼을 하

는 것이 현재 추세인 것으로 보임. 귀책 사유 증명 정도와 이혼 후 체류자격 연장 등에 미

치는 영향을 상담 및 지원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

성의 경우일 것임.

○ 자녀가 없는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혼 후 불확실한 체류자격연장 불확실함

을 이주여성 본인 역시 알고 있기에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의 시간

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는 이혼 등을 포기하고 힘든 상황을 견디려 하는 경향이 높음. 

○ 최근 몇 년간 이주여성 경험으로 보았을 때, 조정을 통해 이혼했더라도 “어느 정도” 입증자

료가 있는 경우는 출입국에서 체류자격을 연장해 주고 있는 듯함.

○ 2010년 초반까지 조정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체류자격연장 신청조차 받아 주지 않은 사례

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최근 몇 년간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체류자격 연장 신청

은 출입국에서 접수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물론 본인이 혼자 갔을 때 신청접수도 받아 

주지 않았다 더라는 경험들이 있는 듯 하기도 함. 

토 론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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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연장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체류자격연장이 가능 한지 그 

기준은 짐작하기 쉽지 않음. 그리고 실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항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음. 

○ 상담소에서 내담자들을 조력하고 연계하고 통역 등으로 내담자의 이혼재판을 함께 하게 되

는 경우에, 체류자격연장 심사를 고려하여 재판단계에서 판결문 등에 인용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부당함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함께 준비하려고 노력함. 만약 입증할만 한 내용이 부족하다 싶으면 진술서라도 구구절절 

맥락이 있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최소한 가사조사라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부려보기도 함.

○ 체류자격 연장을 이혼 후 처음 신청할 때, 재판과정에서 오고 간 모든 서류와 체류자격 심

사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요약본을 함께 제출하여 이주여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잘 들

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출입국에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자격연장심사결과에서 요행을 

바라기도 함.

○ 난민심사 면접때는 변호사와 같은 조력인이 동석할 수 있다는데 결혼이주여성 심사때는 신

뢰자의 동석도 가능하지 않음. 심사 전에 떨지 말고 대답을 잘하라고 당부하기도 하고 조사

실 문앞에서 “심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정도가 실제 조력할 수 있는 정도의 전부임. 

○ 이러한 조력 과정 노력이 실제 체류자격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음. 예를 

들면 어떤 내담자의 경우는 지쳐서 위자료 포기하고 조정으로 이혼한 경우라 상담원은 한

국민의 잘못으로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했지만 오히려 체류자격 연

장이 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상대방이 폭행으로 집행유예까지 처벌을 받았고 이에 대한 

판결문과 위자료가 인정되었음에도 여러 번 조사과에서 면담을 해야 했고 결과 나오기까지 

꽤 여러 달이 걸리는 등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보임.

○ 정책제언 내용과 관련하여, “선허가 후조사” 방식은 협의이혼을 제외하고는 최근 몇 년간 

형식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듯함. 옴부즈만 제도 실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될 

것도 같긴 하지만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려지는 정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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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하는 출입국관리당국 역시 여러 가지로 난감하겠다 싶음. 칼로 무나 두부 베듯이 그 

원인과 결과가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 사적 영역 관계에 대해 결정해야 하니 힘들 것임. 

반면에 이주여성의 측면에서 명확하게 증명하기도 쉽지 않는 “혼인 진정성 입증”을 통과한 

후 받은 사증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 혼인이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입

증하지 못하면 쫒겨나는 상황이되니 이 또한 비인간적이다 싶음. 

○ 그냥 같이 살면 안될가 싶음. 





토론자 _나랑토야 상담원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지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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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토야 몽골 상담원(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센터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지만 이번 토론회 주제에 

맞게 2020년 상담센터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혼과 체류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상담 방법

상담 방법의 절반 이상은 전화 초기상담입니다. 이주여성들이 먼저 전화로 본인 상황을 이야

기 하고 이혼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단위: 건)

구분 합계 면접 현장방문 전화 사이버 통·번역
건수 11,301 1,453 518 6,422 2,447 461
비율 100% 12.86% 4.58% 56.83% 21.65% 4.08%

2. 상담의뢰인

상담의뢰인은 이주여성 본인이 하는 경우가 63.56%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주여성들

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서 상담센터에 연계하는 내담자 사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는 없지만 

센터에 연계된 사례 유형을 보면 가정폭력, 이혼문제, 체류, 성폭력 순으로 의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 론 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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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구분 합계 본인 남편/아내 가족/친인척/지인 관련기관 119/112 중개업자 등 기타
명수 11,301 7,183 505 462 2,982 100 69
비율 100% 63.56% 4.47% 4.09% 26.39% 0.88% 0.61%

3. 내담자 주 호소문제

의뢰한 내담자들의 주 호소문제를 살펴보면 일반법률 22.50%, 이혼문제 16.10%, 생활 및 기

타 15.31%, 가정폭력 14.33%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법률 상담은 이미 법률지원(가사, 

민사, 형사 사건) 중인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이혼과 법률 

상담은 매월 평균 300-400건의 통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센터의 주요 상담 내용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이혼 문제, 체류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의 이혼의 주된 원인은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갈등으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단위: 건)

구분 합계 가정폭력 일반폭력 성폭력 성매매 부부갈등 가족불화 가출 심리정서
건수 11,301 1,619 59 563 1 449 135 29 118
비율 100% 14.33% 0.52% 4.98% 0.01% 3.97% 1.19% 0.26% 1.04%
구분 외도 이혼문제 일반법률 체류문제 노동 생활/기타 의료 쉼터
건수 42 1,819 2,543 1,057 180 1,730 558 399
비율 0.37% 16.10% 22.50% 9.35% 1.59% 15.31% 4.94% 3.53%

4. 상담내용의 유형(중복건수) 

상담내용의 중복건수도 주 호소문제와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복건수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이혼이 주된 문제인 내담자가 이혼의 주원인인 가정폭력과 이혼을 하기 위한 법률 상

담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정서 지원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주여성들은 단순한 문제보다 복잡

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 건)

구분 합계 가정폭력 일반폭력 성폭력 성매매 부부갈등 가족불화 가출 심리정서
건수 21,125 1,523 87 653 1 1,018 417 42 354
비율 100% 7.21% 0.41% 3.09% 0.00% 4.82% 1.97% 0.20% 1.68%
구분 외도 이혼문제 일반법률 체류문제 노동 생활/기타 의료 쉼터
건수 198 3,347 5,063 1,968 275 3,929 761 1,489
비율 0.94% 15.84% 23.97% 9.32% 1.30% 18.60% 3.60%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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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담자 출신국 현황

내담자 출신국으로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상담 건수는 상담센터에서 다국어통번역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성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태국 상담의 특성을 살펴보면 많은 태

국 여성들이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마사지 업소 같은 곳에서 종사하면서 한국인 남성을 만

나 동거하고 혼인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위: 명)

구분 합계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러시아 기타
명수 11,301 3,040 2,637 1,611 850 434 479 537 19 80 1,614
비율 100% 26.90% 23.33% 14.26% 7.52% 3.84% 4.24% 4.75% 0.17% 0.71% 14.28%

6. 내담자 체류자격 현황 

결혼비자 소지한(F-6) 여성들의 상담은 5,20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혼문제와 체류문제는 

이주여성들에게 분리해서 생각 할 수 없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많은 순으로 나타나는 

미등록자의 경우는 여성들이 무비자 또는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하고 여러 사유로 출국을 하지 

않고 미등록 신분으로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 태국, 중국, 몽골, 우즈베

키스탄, 러시아 등.....)

혼인관계와 체류문제를 별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태국여성들 같은 경우에 무비자로 입

국하여 유효한 체류자격 기간 안에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해도 남편이 결혼비자 신청자격 

미달 또는 남편의 비협조로 결국 미등록자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위: 건)

구분 합계 F-1 F-2 F-3 F-4 F-5 F-6 E-9 C-3 G-1 귀화 미등록 기타
건수 11,301 200 343 17 264 775 5,207 235 556 439 1,145 1,271 851
비율 100% 1.77% 3.04% 0.15% 2.34% 6.86% 46.06% 2.08% 4.92% 3.88% 10.13% 11.25% 7.53%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체류자격 확보의 어려움

  * 결혼비자 소지한(F-6) 여성이 영주권(F-5) 및 한국 국적 신청(귀화) 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 생계유지 능력 입증 서류

- 한국어 능력

- 배우자의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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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담조치 결과 

앞서 살펴본 자료 2번 상담 의뢰인으로 관련기관이 2,982건으로 두 번째로 (26.39%) 높은 비

율인데, 상담조치 결과를 보면 상담센터에서 다른 기관에 연계한 사례가 972건으로 8.60%를 자

치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상담센터 자체에서 많은 사례를 담당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

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표시되지 않는 센터 내부 자료에서 보면 972건 중에 변호사, 법원,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에 연계한 사례는 441건으로 가장 많고, 상당수가 이혼 관련 건이라고 생

각하시면 됩니다. 

(단위: 건)

구분 합계 심리정서상담 전문정보제공 보호시설입소 출국지원 재상담권유 기관연계
건수 11,301 154 9.736 259 1 179 972
비율 100% 1.36% 86.15% 2.29% 0.01% 1.58% 8.60%  

8. 한울타리 쉼터 

쉼터 입소자 대부분이 사건(가사, 민사, 형사) 지원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들입니다. 동반자녀가 

있는 이주여성 중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이혼 관련 문제로 인해 입소한 경우입니다. 한울타리쉼

터는 단기 쉼터이다보니 상황에 따라 2차 장기쉼터나 자립쉼터로 연계하기도 합니다.

구 분
전월말 

보호인원

월중 입소 월중 퇴소 월말 현원
일평균

보호 인원소계 성인
동반
아동

소계 성인
동반
아동

소계 성인
동반
아동

01월 16 (9/7) 11 8 3 10 6 4 17 11 6 15.7
02월 17 (11/6) 5 2 3 12 8 4 10 5 5 14.8
03월 10 (5/5) 4 3 1 4 2 2 10 6 4 9.6
04월 10 (6/4) 7 5 2 6 4 2 11 7 4 10.8
05월 11 (7/4) 11 6 5 13 8 5 9 5 4 11
06월 9 (5/4) 9 7 2 7 4 3 11 8 3 11.2
07월 11 (8/3) 11 7 4 13 9 4 9 6 3 10
08월 9 (6/3) 11 7 4 7 5 2 13 8 5 13.1
09월 13 (8/5) 5 3 2 4 3 1 14 8 6 12.9
10월 14 (8/6) 2 1 1 4 2 2 12 7 5 11.6
11월 12 (7/5) 6 3 3 4 2 2 14 8 6 13.9
12월 14 (8/6) 4 4 - 9 5 4 9 7 2 9.7

합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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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이주여성들의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

1) 이주여성들은 혼인의 진정성을 가지고 남편과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한국에 오기 때문에 이혼 소송하기 위해서 증거자료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자체를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2) 법률적인 기초 지식의 부족 및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 미흡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할 

때가 많습니다. 

3) 남편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빼앗아가거나 없애는 일

도 있습니다. 

4) 각 출신국의 가정문화의 차이도 한몫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필리

핀 같은 경우는 이혼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있어도 증거자료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몽골 여성들은 이혼하게 되면 가능한 소송보다 합의이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증거자료 수집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권 아닌 

지방 출신 이주여성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는 가부장적인 문화 요소와 지역사회 분위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 못하는 있었습니다. 

- 이주여성들 이혼소송 시 체류보장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1)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이주여성들은 이혼 시 자신의 체류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좋지만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배우자의 귀

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여성들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상황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일궈낸 재산에 대해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안정적인 체류자격 확보된 이주여성들은 빠른 이혼문제 해결하기 위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권으로 협박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포기합니다. 

- 자녀유무에 따른 체류권의 차별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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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규정

현행 2021. 2.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1)에는 결혼이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결혼이민(F-6)〕

8) 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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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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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

체류자격 세부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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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

의 사망ㆍ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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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자격 변경허가 

    
결혼이민(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중 과거 국민의 배우자(F-6-1, F-2-1 포함)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사람으로 과거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

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혼인단절자(F-6-3)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고 혼인단절자(F-6-3)에 대한 체

류자격 변경허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혼인단절자(사망, 실종, 이혼)에 대한 체류자격(F-6-3)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체류허가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결혼이민① 결혼이민(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②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체류 중 한국인배매우자의 사망 실종, ②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체류 중 한국인배매우자의 사망 실종,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단절된 사람, 다만 제한 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그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단절된 사람, 다만 제한 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

(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한 대(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한 대

상이었으나 지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가람은 제외상이었으나 지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가람은 제외

   ⦁   ⦁신청당시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으로 체류 중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임신청당시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으로 체류 중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임

          
 나. 체류허가 기간 : 1년

 다. 제출서류 

공 통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실),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사 망 

▶ 배우자 사망 입증서류

-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이 혼

▶ 이혼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 판결문 등)

▶ 귀책사류 입증자료

-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진단서, 검찰 불기소 

결정문, 공인된 여성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

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실 종
▶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 심판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라. 체류허가권자 : 청(사무소, 출장소)장라. 체류허가권자 : 청(사무소, 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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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단절자(F-6-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국민의 배우자가 가.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초사망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허가 대상 

   -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인 배우자가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인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제출서류

    ①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②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 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기재된 기본증명서  등등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자족관계증명서자녀명의 자족관계증명서

    ④    ④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⑤ (소득 및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⑤ (소득 및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⑥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

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⑦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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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인 배우자가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실종*된 경우

      *      * 실종이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성립 실종이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성립

    * 제출서류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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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자족관계증명서    ④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자족관계증명서

    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⑥ (소득 및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⑥ (소득 및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⑦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

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⑧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⑧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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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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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게 책임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例. 국민의 가출, 폭력 등)로 이혼한 사람없는 사유(例. 국민의 가출, 폭력 등)로 이혼한 사람

*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국민 배우자의국민 배우자의

주된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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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불기소

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 제출서류

   ①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②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③ 이혼관련 소송서류(이혼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협의이혼 사유서 등)   ③ 이혼관련 소송서류(이혼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협의이혼 사유서 등)

   ④ 귀책사유 입증자료   ④ 귀책사유 입증자료

      ⑤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자족관계증명서(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자족관계증명서

   ⑥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⑥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⑦ (소득 및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⑦ (소득 및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⑨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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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하는 경우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관련 입증서류 징구 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관련 입증서류 징구 후  후 F-6-3으로 1년 범위 내 F-6-3으로 1년 범위 내 체체

류허가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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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②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자족관계증명서(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자족관계증명서



지정토론

- 77 -

③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③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④ (소득 및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④ (소득 및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⑥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⑥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