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어> [참고용] 

[양식 제11호] 
[ទ្រមង់បំេពញែបបបទ េលខ11]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លិខិតបញ្ជបក់កបរែលងលះ 
(កំណត់សិទ្ធិជបមបតបបិតប) 

(        년     월     일) 
(      ឆ្នបំ     ែខ      ៃថ្ង)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សូមបំេពញែបបបទខបងេ្រកបម បន្ទបបព់ីអបនកបរែណនបំក្នុង
ទំព័រខបងេ្រកបយ។ កត់សំគបល់េលខែដលអ្នកបបនេ្រជើស 
េរើសេដបយរង្វងម់ូល (○)’ស្រមបប់េលខនមីយួៗ 

구 분 

ែផ្នក 
남     편(부) 

ប្តី 
아     내(처) 

្របពន្ធ 

①이혼

당사자

(신고

인) 

①

ភបគីែល
ងលះ 
(របយ 
កបរណ៍ 
េដបយ) 

성 명 

េឈ្មបះ 

 한글 

អក្សរកូេរ៉ 
  * (성)         / (명) 

  * (្រតកូល)     /(េឈ្មបះ) (인) 또는 서명 

(្រតប) ឬ ហត្ថេលខប 

  * (성)         / (명) 

  * (្រតកូល)     /(េឈ្មបះ) (인) 또는 서명 

(្រតប) ឬ ហត្ថេលខប  한자 
អក្សរចិន 

(성)         / (명) 
(្រតកូល)     /(េឈ្មបះ) 

(성)         / (명) 
(្រតកូល)     /(េឈ្មបះ) 

본(한자) 

្រតកូលេដើម 
(អក្សរចិន) 

 
전화 

េលខទូរស័ព្ទ  
본(한자) 

្រតកូលេដើម 
(អក្សរចិន) 

 
전화 

េលខទូរស័ព្ទ  

*주민등록번호 

*េលខអត្ត 
សញ្ញបណបណ្ណ 

- 
- 

- 
- 

출생연월일 
ៃថ្ងែខឆ្នបំកំេណើត   

*등록기준지 

*កែន្លងមូលដ្ឋបនចុះ
បញ្ជីេយបង 

  

*주      소 

*អបស័យដ្ឋបន   

②부모

(양부

모) 

②ឪពុក 
ម្តបយ 
(ឪពុក 
ម្តបយ 
ចិញ្ចឹម) 

부(양부)성명 

េឈ្មបះឪពុក 
(ឪពុកចិញ្ចឹម) 

  

주민등록번호 

េលខអត្ត 
សញ្ញបណបណ្ណ 

- 
- 

- 
- 

모(양모)성명 

េឈ្មបះម្តបយ 
(ម្តបយចិញ្ចឹម) 

  

주민등록번호 

េលខអត្ត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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សញ្ញបណបណ្ណ 
③기 타 사 항 

③ចំណុចេផ្សង  

④재판확정일자 

(                   ) 
④ៃថ្ងកំណត់េចញសបល្រកម 
 (                             ) 

년     월     일 

ឆ្នបំ       ែខ      ៃថ្ង 

법원명 

េឈ្មបះ 
តុលបកបរ 

                      법원 

តុលបកបរ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ផ្នកចបតត់បំងអបណបព្បបលខបងេ្រកបយេនះ ្រតូវបបនបំេពញបន្ទបប់ពីតលុបកបបបនកបត់េសចក្តីចំេពបះេគបលបំណងៃនកបរែលងលះ 
ក្នុងកណរីែដលេធ្វើកបរែលងលះេដបយ្រពមេ្រពៀង 

⑤ 

친권

자지

정 

⑤

កបរកំ
ណត់
សិទ្ធិ
ជបមប
តបបិ
តប 

미성년인 자의 성명 

េឈ្មបះកូនជបអនតីិជន   

주민등록번호 

េលខអត្តសញ្ញបណបណ្ណ 
- 
- 

- 
- 

친권자 
អ្នកមបនសិទ្ធជិប 
មបតបបិតប 

□1 부□2 모 

□3 부모 

□1 ឪពុក 
□2 ម្តបយ 
□3 ឪពុកម្តបយ 

효력발생일 
ៃថ្ងចូលជបធរមបន 

년   월   일 
ឆ្នបំ      ែខ      ៃថ្ង 

□1 부□2 모 

□3 부모 

□1 ឪពុក 
□2 ម្តបយ 
□3 ឪពុកម្តបយ 

효력발생일 
ៃថ្ងចូលជបធរមបន 

년   월   일 
ឆ្នបំ      ែខ      ៃថ្ង 

원인 
មូលេហត ុ

□1  협의 □2  재판 

□1  ្រពមេ្រពៀង □2 តុលបកបរ 
원인 

មូលេហត ុ
□1  협의 □2  재판 

□1  ្រពមេ្រពៀង □2 តុលបកប 

미성년인 자의 성명 

េឈ្មបះកូនជបអនតីិជន   

주민등록번호 
េលខអត្តសញ្ញបណបណ្ណ 

- 
- 

- 
- 

친권자 
អ្នកមបនសិទ្ធជិប 
មបតបបិតប 

□1 부□2 모 

□3 부모 

□1 ឪពុក 
□2 ម្តបយ 
□3 ឪពុកម្តបយ 

효력발생일 
ៃថ្ងចូលជបធរមបន 

년   월   일 
ឆ្នបំ      ែខ      ៃថ្ង 

□1 부□2 모 

□3 부모 

□1 ឪពុក 
□2 ម្តបយ 
□3 ឪពុកម្តបយ 

효력발생일 
ៃថ្ងចូលជបធរមបន 

년   월   일 
ឆ្នបំ      ែខ      ៃថ្ង 

원인 
មូលេហត ុ

□1  협의 □2  재판 

□1  ្រពមេ្រពៀង □2 តុលបកប 
원인 

មូលេហត ុ
□1  협의 □2  재판 

□1  ្រពមេ្រពៀង □2 តុលបកប 

⑥신고인 출석여부 

⑥វត្តមបនរបស់អ្នករបយកបរណ៍ 
□1  남편(부)                  □2  아내(처) 

□1  ប្តី                  □2  ្របពន្ធ 

⑦제출인 

⑦ ដបក់ជូនេដបយ 
성 명 
េឈ្មបះ  

주민등록번호 
េលខអត្ត 

សញ្ញបណបណ្ណ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

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

고 있는 자료입니다. 

※ បុគ្គលណបែដលេធ្វើកបររបយកបរណ៍មិន្រតឹម្រតូវ េដបយេ្របើហត្ថេលខប ឬ ្រតបរបស់អ្នកដៃទ ឬ បបនរបយកបរណ៍នូវពត៌មបនមិនពិតក្នុងកបរចុះបញ្ជីទំនបក់
ទំនង្រគួសបរ អបចទទួលេទបស្រពហ្មទណ្ឌបបន។ ឯកសបរែដលមបនសញ្ញបផ្កបយ (*) គឺជបឯកសបរែដលយកពី្រកសួងស្ថិតិស្រមបប់េរៀបចំទិន្នន័យរបស់ជបតិ។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

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ចំណុចខបងេ្រកបមគឺជបកបរ្រសបវ្រជបវនិន្នកប្របជបពលរដ្ឋ ែដលអនុវត្តន៍ក្នុង្រកសួងស្ថិតិអនុេលបមតបម 「ច្ប់ស្តីពីស្ថិតិ」 មប្រតប24(2)។ សូមបំេពញតប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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អ្វីែដលជបកបរពិត េ្រពបះេដបយេយបងតបម「ច្ប់ស្តីពីស្ថិតិ」មប្រតប32និងមប្រតប33េយើងមបនកបតព្វកិច្ចេឆ្លើយេដបយពិត្រតង់ េហើយ កបរសម្ងបត់ក៏្រតូវបបន
កបរពបរយ៉បងច្ស់លបស់ផងែដរ។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ឯកសបរភ្ជបប់ និង សញ្ជបតិរបស់សបមីខ្លួនែលងលះ ក៏ជបឯកសបរែដល្រតូវេ្របើក្នុង្រកសួងស្ថិតិេដើម្ីបកត់្រតបទិន្នន័យរបស់ជបតិែដរ។ 

인구동향조사 
កបរ្រសបវ្រជបវនិន្នកបរៃន្របជបពលរដ្ឋ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 
កបលបរិេច្ឆទេរៀបអបពបហ័៍ពពិបហ៍ពតិ
្របបកដ(រស់េនបជបមួយគ្នប)  

년   월   일부터 

ចបប់តបំងពី ឆ្នបំ      ែខ     ៃថ្ង ㉰19세 미만 자녀 수 

ⓒ ចំនួនកូនែដលមបនអបយុេ្រកបម 19ឆ្នបំ 
명 

នបក ់
㉯실제 이혼 연월일 

ⓑ ៃថ្ងែលងលះជបក់ែស្តង 
년   월   일부터 

ចបប់តបំងពី ឆ្នបំ      ែខ     ៃថ្ង 
㉱최종  

졸업학교 

ⓓ 
កបរអប់រំចងុ
េ្រកបយ 

남편 

(부) 

ប្តី 

□1 학력 없음 

□1 មិនបបនចូលសបលប 
□2 초등학교 

□2 បឋមសិក្ 
□3 중학교 

□3 អនុវិទ្ល័យ 아내 

(처) 

្របពន្ធ 

□1 학력 없음 

□1 មិនបបនចូលសបលប 
□2 초등학교 

□2 បឋមសិក្ 
□3 중학교 

□3 អនុវិទ្ល័យ 
□4 고등학교 

□4 វិទ្ល័យ 
□5 대학(교) 

□5 សបកលវិទ្ល័យ 
□6 대학원 이상 

□6 បរិញ្ញបប័្រតជបន់ខ្ពស់ 
□4 고등학교 

□4 វិទ្ល័យ 
□5 대학(교) 

□5 សបកលវិទ្ល័យ 
□6 대학원 이상 

□6 បរិញ្ញបប័្រតជបន់ខ្ពស់ 

㉲직업 
ⓔ មុខរបរ 

남편 

(부) 

ប្តី 

□1 관리직 

□1 អ្នក្រគប់្រគង 
□2 전문직 

□2 អ្នកឯកេទស 

아내 

(처) 

្របពន្ធ 

□1 관리직 

□1 អ្នក្រគប់្រគង 
□2 전문직 

□2 អ្នកឯកេទស 
□3 사무직 

□3 ែផ្នកកបរិយបល័យ 
□4 서비스직 

□4 ែផ្នកេសវបកម្ម 
□3 사무직 

□3 ែផ្នកកបរិយបល័យ 
□4 서비스직 

□4 ែផ្នកេសវបកម្ម 
□5 판매직 

□5 ែផ្នកលក ់
□6 농림어업 

□6 កសិកម្ម នងិ េនសបទ 
□5 판매직 

□5 ែផ្នកលក ់
□6 농림어업 

□6 កសិកម្ម នងិ េនសបទ 
□7 기능직 

□7 ែផ្នកមខុងបរជំនបញ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8 ែផ្នកតំេឡើងេ្រគឿងម៉បសីុន 

□7 기능직 

□7 ែផ្នកមខុងបរជំនបញ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8 ែផ្នកតំេឡើងេ្រគឿងម៉បសីុន 
□9 단순노무직 

□9 ែផ្នកពលកម្មសបមញ្ញ 
□10군인 

□10ទបហបន 
□9 단순노무직 

□9 ែផ្នកពលកម្មសបមញ្ញ 
□10군인 

□10ទបហបន 
□11학생·가사·무직 

□11សិស្ស-េមផ្ទះ-គ្មបនកបរងបរេធ្វើ  
□11학생·가사·무직 

□11សិស្ស-េមផ្ទះ-គ្មបនកបរងបរេធ្វើ  

 

작 성 방 법 

រេបៀបបំេពញែបបបទ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កែន្លងចះុបញ្ជីេយបងៈ បំេពញនូវសញ្ជបតិខ្លនួ ្របសនិេបើអ្នកបំេពញេនះជបជនបរេទស។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លខអត្តសញ្ញបណបណ្ណ: បំេពញេលខចុះបញ្ជីជនបរេទស(េលខេសៀវេភបចុះបញ្ជីស្នបក់េនបក្នុង្រសកុ ឬ ៃថ្ងែខឆ្នបំកំេណើត) 
្របសិនេបើអ្នកបំេពញែបបបទេនះជបជនបរេទស។ 

①란: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

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어> [참고용] 

េលខ① : ក្នុងករណីែលងលះេដបយ្រពមេ្រពៀង ភបគីទបំងពីរ្រតូវែតចុះហត្ថេលខប(ឬ េបបះ្រតប) ប៉ុែន្ត ក្នុងករណីែលងលះក្នុងតុលបកបរ េនបះេបើមបនកបរ
ចុះហត្ថេលខប(ឬ េបបះ្រតប)របស់ភបគីែតម្ខបង ក៏អបចរបយកបរណ៍បបនែដរ។ 

②란: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

을 기재합니다. 

េលខ②: ក្នុងករណីែដលឪពុកម្តបយរបស់ភបគីែលងលះ គ្មបនេលខអត្តសញ្ញបណបណ្ណ អបចបំេពញកែន្លងមូលដ្ឋបនចុះបញ្ជីេយបង(លំេនបដ្ឋបន)។ េបើភបគី
ែលងលះកូនចិញ្ចឹម ្រតូវបំេពញជីវ្របវត្តិរបស់ឪពុកម្តបយចិញ្ចឹម។ េហើយេបើឪពុកម្តបយរបស់ភបគីែលងលះជបជនបរេទស្រតូវបំេពញេលខអត្ត
សញ្ញបណបណ្ណជនបរេទស(ឬ ៃថ្ងែខឆ្នបំកំេណើត) និងសញ្ជបតិេនបកែន្លងេលខអត្តសញ្ញបណបណ្ណ។  

③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លខ③: ចំណុចខបងេ្រកបម គឺជបចំណុចែដលចបំបបច់ពិេសសក្នុងកបរកបរកត់្រតបចូលបញ្ជីទំនបក់ទំនង្រគួសបរ។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ក្នុងករណីែដលមបននរណបម្នបក់្រតូវផ្លបស់ប្តូរអត្តសញ្ញបណេដបយសបរកបររបយកបរណ៍ េនបះ្រតូវបំេពញេឈ្មបះ ៃថ្ងែខឆ្នបំកំេណើត កែន្លងមូលដ្ឋបនចុះ
បញ្ជីេយបង និង មូលេហតុៃនកបរប្តូរអត្តសញ្ញបណ។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

월일 

- ក្នុងករណីែលងលះេដបយ្រពមេ្រពៀង(របស់ជនែដលស្ថិតក្នុងបន្ទុក្រគួសបរ្រតឹមឆ្នបំ 2018. 6. 30. បូកទបំងជនអសមត្ថភបព)  ្រតូវបំេពញេឈ្មបះ ហត្ថ
េលខប(ឬ្រតប) និង ៃថ្ងែខឆ្នបំកំេណើតរបស់អ្នកយល់្រពម  

④란: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លខ ④:  សូមបំេពញក្នុងករណីែដលមបនសបល្រកមៃនកបរែលងលះប៉ុេណ្ណបះ។ ក្នុងករណីែលងលះេដបយ្រពមេ្រពៀង ពុំបបច់បំេពញេឡើយ។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 កបរែលងលះេដបយេយបងេទបតបមកបរសេ្រមចផ្លបស់ប្តូរេដបយកបរស្រមប់ស្រមួល, កបរផ្សះផ្រ ឬ េសចក្តីបង្គបប់ឲ្យផ្សះផ្រ ្រតូវសរេសើរពបក្យថប “កបរ
សេ្រមចផ្លបស់ប្តូរេដបយកបរស្រមប់ស្រមួល” “កបរផ្សះផ្រ” ឬ “េសចក្តីបង្គបប់ឲ្យផ្សះផ្រ” េនបក្នុង (  ) េ្រកបមពបក្យៃថ្ងេចញសបល្រកមសប្ថពរ។ 
េហើយេនបកែន្លង “ៃថ្ងែខឆ្នបំ” សូមបំេពញៃថ្ងែដលមបនេសចក្តីទបំងអស់ខបងេលើ។ 

⑤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លខ⑤: ក្នុងករណីដបក់ពបក្យេស្នើសំុបញ្ជបក់កបរែលងលះេដបយ្រពមេ្រពៀង មិន្រតូវបំេពញេឡើយ។ ែត្រតូវកំណត់អ្នកចិញ្ចឹមកូនេ្រកបយេពលទទួលកបរ
បញ្ជបក់ែលងលះេដបយ្រពមេ្រពៀងពីតុលបកបរ។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ថ្ងចូលជបធរមបនៃនកបរកំណត់សិទ្ធិជបមបតបបិតប គឺបំេពញៃថ្ងរបយកបរណ៍ែលងលះ ឬ ក្នុងករណីែលងលះេដបយបណ្ដឹង េនបះ្រតូវបំេពញៃថ្ងេចញ
សបល្រកម។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1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2 재판”에 ‘영표

(○)’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រតង់ចំណុចមូលេហតុ ្របសិនេបើកំណត់េដបយ្រពមេ្រពៀង សូមគូស ‘សញ្ញបសូន្យ(○)’ េនបកែន្លង “□1 ្រពមេ្រពៀង” ែតេបើេដបយេសចក្តីបង្គបប់សូមគូស
េនបកែន្លង “□2 តុលបកបរ” េដបយភ្ជបប់នូវឯកសបរែដលបញ្ជបក់ខ្លឹមសបរទបំងេន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

니다. 

ក្នុងករណីមបនកូនេលើសពី5នបក់ អបចសរេសរេនបេលើ្រកដបសេផ្សង រួចេបបះ្រតបបញ្ជបក់។ ក្នុងករណីែដលកំពុងមបនៃផ្ទេពបះ កបរ្របបកសកំណត់សិទ្ធិ
អ្នកចិញ្ចឹមកូន គឺេនបះៃថ្ងទបរកេនបះេកើតមក។ 

⑥란: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លខ⑥: ្រតូវបំេពញេដបយគូសសញ្ញប‘េលខសូន្យ(○)’ េនបកែន្លងែដល្រតូវនឹងអ្នករបយកបរណ៍ែដលមបនវត្តមបន។ 
⑦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 

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លខ⑦: ្រតូវបំេពញេឈ្មបះ និង េលខអត្តសញ្ញបណបណ្ណរបស់អ្នកដបក់ពបក្យ(បំេពញចំណុចេនះ ក្នុងករណីែដលអ្នកយកឯកសបរមកដបក់ពុំែមនជបសបមី
ខ្លួន)។[ម្រន្តីទទួលពបក្យ ប្តូរអត្តសញ្ញបណបណ្ណ]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ចំណុចខបងេ្រកបមគឺជបកបរ្រសបវ្រជបវនិន្នកប្របជបពលរដ្ឋ ែដលអនុវត្តន៍ក្នុង្រកសួងស្ថិតិអនុេលបមតបម 「ច្ប់ស្តីពីស្ថិតិ」 មប្រតប24(2)។ 
㉮란, ㉯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



<캄보디아어> [참고용] 

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 និង ⓑ បំេពញៃថ្ងែដលចបប់េផ្តើមរស់េនបក្នុងជីវិតអបពបហ៍ពិពបហ៍(េនបជបមួយគ្នប) ជបប្តី្របពន្ធជបក់ែស្តង និង ៃថ្ងចបប់េផ្តើមរស់េនបក្នុងជីវិតែលងលះ(រស់
េនបែបកគ្នប) េដបយមិនទបក់ទងនឹងៃថ្ងរបយកបរណ៍ទំនបក់ទំនង្រគួសបរ ឬ ៃថ្ងេចញសបល្រកមស្ថបពរ។ 

㉱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4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 :  ្រតូវបំេពញក្រមិតៃនកម្មវិធីសិក្ែដលទទួលស្គបល់េដបយ្រកសួងអប់រំ។ ែតស្រមបប់អ្នកែដលកំពុងេរៀង និង ឈប់េរៀនមុនេនបក្នុងក្រមិតសិក្ណបមួយ 
្រតូវបំេពញេដបយគូសសញ្ញប‘េលខសូន្យ(○)’  <គ្រមូ> កំពុងេរៀន(ឈប់េរៀន)សបកលវិទ្ល័យឆ្នបំទី 3 → គូស‘សញ្ញបេលខសូន(○)’េនបចំណុច □4
វិទ្ល័យ 

㉲란: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 បំេពញេឈ្មបះមុខរបរែដលេធ្វើេនបេពលែលងលះ 
□1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 (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1  អ្នក្រគប់្រគង: អ្នកេរៀបចំែផនកបរ បញ្ជប ស្រមប់ស្រមួលក្នុងសកម្មភបព ឬ េគបលនេយបបបយក្នុងែផ្នករបស់រដ្ឋបភិបបល សហ្រគបស ឬ សហគមន៍ (ម្រន្តី 
ឬ បុគ្គលឹកជបន់ខ្ពស់របស់ស្ថបប័នរដ្ឋ ឬ សហ្រគបស ជបេដើ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 (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2  អ្នកឯកេទស ឬ កបរងបរពបក់ព័ន្ធ: កបរងបរែផ្នកជំនបញែដលេ្របើ្របបស់ជំនបញឯកេទស (វិទ្សប្រស្ត, េវជ្ជសប្រស្ត, សុខុមបលភបពសង្គម, អប់រំ, សបសនប, 
ច្ប់, ហិរញ្ញវត្ថុ សិល្បៈ កីឡប ជបេដើម។ល។) 

□3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3  កបរងបរកបរិយបល័យ: កបរងបរជំនួយដល់អ្នក្រគប់្រគង អ្នកឯកេទស ឬ អ្នកែដលេធ្វើកបរ្រសេដៀងេនះ (រដ្ឋបបល ្រគប់្រគង ធបនបរ៉ាប់រង សវនកម្ម 
្របឹក្េយបបល់ ពត៌មបន និង ស្ថិតិ ជបេដើម។ល។) 

□4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4  េសវបកម្ម: កបរងបរពបក់ព័ន្ធនឹង សុវត្ថិភបពសបធបរណៈ កបរកបរពបរអត្តសញ្ញបណ េមើលែថ ជំនួយកបរេពទ្យ អ៊ុតសក់ កបរេរៀបកបរ បុណ្យសព្វ ដឹកជញ្ជូន 
កបរងបរេពលទំេន និង េធ្វើម្ហូបជបេដើម 

□5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 (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5  ែផ្នកលក់: កបរលក់ផលិតផល ឬ េសវបកម្មតបមរយៈសកម្មភបពជំនួញ (អ៊ីនេធើែនត, ហបង, និង កែន្លងសបធបរណៈជបេដើម។ល។) 
□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6  ែផ្នកកសិកម្ម និង េនសបទ: ដបំ និង ្របមូលផលដំណបំ, ចិញ្ចឹមសត្វ, ដបំ និង អភិវឌ្ឍន៍ៃ្រពេឈើ, ចិញ្ចឹមសត្វ្រសុក និង ្រតីជបេដើម។ល។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가공 

□7  កបរងបរពបក់ព័ន្ធនឹងជំនបញ: កបរដំេឡើង ឬ ជួសជុលម៉បសីុន េដបយេ្របើេ្របើៃដ និង ឧបករណ៍សំណង់ក្នុងកបរងបរដូចជប ជីកែរ៉ ឧស្សហកម្ម និង 
សំណង់ជបេដើម។ល។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생산·조립, 산업용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8  ែផ្នកដំេណើរកបរ និង តំេឡើងម៉បសីុន: េធ្វើផលិតកម្ម ឬ ដំេឡើងេដបយេ្របើម៉បសីុន, កបរបញ្ជបម៉បសីុនសម្តបប់វិស័យឧស្ហកម្ម, កបរេបើកបរម៉បសីុន
ដឹកជញ្ជូនជបេដើម។ល។ 

□9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9  ែផ្នកពលកម្ម្រសបលៗ: កបរេធ្វើកបរេដបយេ្របើឧបករណ៍េ្របើៃដសបមញ្ញ និងែដលេធ្វើ្របចបំៃថ្ង និង េ្របើកម្លបំងរបងកបយ។ 
□10 군인: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10 ទបហបន: អ្នកែដលមបនងបរជបទបហបន េដបយបូកបញ្ចូលទបំងទបហបនកបតព្វកិច្ច(េលើកែលង ម្រន្តីសីុវិលែដលេធ្វើកបរក្នុងវិស័យកបរពបរជបតិ និង 
ទបហបនេ្រតៀមេចញ) 

□11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11 សិស្ស-េមផ្ទះ-គ្មបនកបរងបរ អ្នកែដលេរៀនេនបស្ថបប័នអប់រំែតម្៉យាង, ្រស្តីេមផ្ទះ ឬ អ្នកែដលគ្មបនកបរងបរកំណត់ច្ស់លបស់។ 
 
 

첨 부 서 류 
ឯកសបរភ្ជបប់ជបមួយ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1. កបរែលងលះេដបយ្រពមេ្រពៀង: លិខិតថតចម្លងលិខិតែលងលះេដបយ្រពមេ្រពៀង 1ច្ប់ 
2.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2. ែលងលះេដបយបណ្ដឹង: ច្ប់ចំលងសបល្រកម ឬ លិខិតបញ្ជបក់ស្ថបពរ 1ច្ប់(ក្នុងករណីមបនកបរស្រមបស្រមួល ឬ ផ្សះផ្រគ្នប ្រតូមមបនលិខិតបញ្ជបក់ ឬ 



<캄보디아어> [참고용] 

លិខិតេផ្ញើរឯកសបរ)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3. កបរែលងលះតបមបណ្ដឹងេដបយែផ្អកេលើកសបល្រកមែលងលះពីតុលបកបរបរេទស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ច្ប់េដើម ឬ ច្ប់ចំលងៃនសបល្រកម និង លិខិតបញ្ជបក់សបល្រកមស្ថបពរ 1ច្ប់ៗ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

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ក្នុងករណីអ្នកចបញ់បណ្ដឹងជបជនជបតិកូេរ៉ ្រតូវមបនលិខិតបញ្ជបក់ថប្រតូវបបនេកបះេហបេដើម្ីបេបើកសំណុំេរៀងេដបយមិនែផ្អកេលើកបរបញ្ជូនពបក្យបណ្ដឹង ឬ 
កបរបបនទទួលលិខិតបង្គបប់របស់តុលប ឬ មិនបបនេឆ្លើយតបេដបយេ្រពបះមិនបបនទទួល ចំនួន1ច្ប់ (ក្នុងករណីែដលមិនមបនភបពច្ស់លបស់ 
េដបយសបរសបល្រកម)។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ឯកសបរ្រតូវបកែ្រប 1ច្ប់ៗ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ចំណុចេលខ4ខបងេ្រកបម គឺជបខ្លឹមសបរែផ្នកេអឡិច្រតូនិចេនបក្នុងកបរិយបល័យចុះបញ្ជី្រគួសបរ ដូេច្នះេហើយ លុបេចបលកបរដបក់ឯកសបរភ្ជបប់្រតង់ចំណុចេនះ។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លិខិតបញ្ជបក់ទំនបក់ទំនង្រគួសបរ និង លិខិតអបពបហ៍ពិពបហ៍របស់ភបគីែលងលះ 1ច្ប់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5. ក្នុងករណីែដលសបមីខ្លួនជបជនបរេទស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ករណីែលងលះតបមរេបៀបកូេរ៉: លិខិតបញ្ជបក់សញ្ជបតិរបស់ជនបរេទស(លិខិតឆ្លងែដន ឬ អត្តសញ្ញបណបណ្ណជនបរេទស) 1ច្ប់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ករណីែលងលះតបមរេបៀបបរេទស: ច្ប់ចំលងលិខិតែលងលះ ឬ ច្ប់ចំលងលិខិតបញ្ជបក់សញ្ជបត(លិខិតឆ្លងែដន ឬ អត្តសញ្ញបណបណ្ណជនបរេទស) 
1ច្ប់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6. ឯកសបរបំភ្លឺពបក់ព័ន្ធនឹងកបរកំណត់សិទ្ធិជបមបតបបិតប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ករណីែលងលះេដបយ្រពមេ្រពៀង ច្ប់ចំលងកិច្ច្រពមេ្រពៀងកំណត់សិទ្ធិជបមបតបបិតប 1ច្ប់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 ករណីកំណត់េដបយតុលបកបរ ច្ប់េដើមៃនកបរជំរះក្តី និង លិខិតបញ្ជបក់សបល្រកមស្ថបពរ 1ច្ប់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7. បញ្ជបក់អត្តសញ្ញបណ[ េយបងតបមបទបញ្ញតិស្តីពីកបរចុះបញ្ជី្រគួសបរ េលខ443]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① កបរែលងលះតបមបណ្ដឹង (បូកបញ្ចូលទបំងកបរែលងលះេដបយលិខិតបញ្ជប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ករណីអ្នកេធ្វើកបររបយកបរណ៍មបនវត្តមបន: លិខិតបញ្ជបក់អត្តសញ្ញបណរបស់អ្នករបយកបរណ៍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ក្នុងករណីែដលមបនវត្តមបនអ្នកដបក់ពបក្យ: លិខិតបញ្ជបក់អត្តសញ្ញបណរបស់អ្នកដបក់ពបក្យ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ក្នុងករណីដបក់តបមៃ្របសណីយ៍: ច្ប់ចំេលើងលិខិតបញ្ជបក់អត្តសញ្ញបណរបស់អ្នករបយកបរណ៍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ក្នុងករណីែដលអ្នករបយកបរណ៍ជបអបណបព្បបលេពញវ័យ េនបះ្រតូវភ្ជបប់នូវឯកសបរបញ្ជបក់សមបសភបពជបអបណបព្បបលេពញវ័យ េ្រកបពី
ឯកសបរេនបក្នុងចំណុចទី7(①)។ 

② 협의이혼신고 

② កបររបយកបរណ៍ែលងលះេដបយ្រពមេ្រពៀង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ករណីអ្នកេធ្វើកបររបយកបរណ៍មបនវត្តមបន: លិខិតបញ្ជបក់អត្តសញ្ញបណរបស់ភបគីែដលរបយកបរណ៍ែតម្ខបង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

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캄보디아어> [참고용] 

- ករណីអវត្តមបនអ្នករបយកបរណ៍ េហើយមបនវត្តមបនែតអ្នកដបក់ពបក្យ : លិខិតបញ្ជបក់អត្តសញ្ញបណរបស់អ្នកដបក់ពបក្យ លិខិតបញ្ជបក់អត្តសញ្ញបណ
របស់អ្នករបយកបរណ៍ទបំងអស់ លិខិតបញ្ជបក់ហត្ថេលខប ឬ ្រតប (ក្នុងករណីមបនហត្ថេលខបេនបេលើពបក្យរបយកបរណ៍ េដបយគ្មបនលិខិតបញ្ជបក់
អត្តសញ្ញបណរបស់អ្នករបយកបរណ៍ ្រតូវបញ្ជបក់ហត្ថេលខប ក្នុងករណីេបបះ្រតប ្រតូវមបនលិខិតបញ្ជបក់្រតប)។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

명서). 

- ក្នុងករណីដបក់តបមៃ្របសណីយ៍: លិខិតបញ្ជបក់ហត្ថេលខប ឬ ្រតបរបស់ភបគីែលងលះជបឯកេត្តប (ក្នុងករណីមបនហត្ថេលខបេនបេលើពបក្យរបយកបរណ៍ 
្រតូវបញ្ជបក់ហត្ថេលខប ក្នុងករណីេបបះ្រតប ្រតូវមបនលិខិតបញ្ជបក់្រត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