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발급방법 안내

1. 주민등록초본

  -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 접속

  - 간편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주민등록초본 교부 메뉴 클릭

https://www.gov.kr/




 ※ 주민등록초본에서는 강원도로 전입한 최종 전입일자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사이트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http://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으로 발급이 기본이나, 

   - 형제·자매를 가구원수에 포함 시키는 경우 부(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부모님이 이혼하여 한부모 가족인 경우엔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3. 졸업증명서

    (방법1)  

  -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검색창에 졸업증명서 검색 (행정기관 등에 방문 수령)

    (방법2)

  - 최종학교 사이트에 접속

  - 졸업증명서 발급(온라인으로 수령 가능) 

    (방법3)

  - 학교 방문하여 신청 ‧ 발급

                       
 

    (방법1)

  - 서비스 바로가기 중, 초․중 졸업증명서는 졸업증명서(국문) 선택

                        대학교 졸업증명서는 대학(교)졸업증명 선택

https://www.gov.kr/


  - 초․중 졸업증명서(행정기관 방문 수령)



  - 대학교 졸업증명서(행정기관 방문 수령)



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검색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선택

https://www.gov.kr/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예시 1) 

아버지가 지역세대주이고 지역세대원으로 어머니 + 본인 + 형제가 포함된 경우

-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되 가족 모두의 이름이 확인되어야 함.

예시 2) 

아버지 직장가입자 + 본인 부의 피부양자, 어머니 별도 직장가입자인 경우 

- 아버지 기준 1부, 어머니 기준 1부, 각 2부 첨부

예시 3) 

아버지 직장가입자, 어머니 직장가입자, 본인 별도 지역가입자인 경우 

- 아버지 기준 1부, 어머니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각3부 첨부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검색창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검색

https://www.gov.kr/




 ※ 납부확인서는 납부자가 조회 ‧ 발급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는 납부금액이 없기 때문에 납부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의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주세요.

   -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부, 모가 각각 별도로 등재 시, 부와 모 

모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필요

   - 가구원에 형제(또는 자매)를 포함하고 형제(또는 자매)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 형재(또는 자매)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6.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검색창에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검색

https://www.gov.kr/


   ※ 기간별 검색에 일자 설정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으로 설정하여 발급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검색창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검색

https://www.gov.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