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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회보서 받기 

공동인증서, 아이핀, 한국 휴대폰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주 

오클랜드 영사관에 여권을 지참하셔서 직접 발급 신청하셔야 하며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본 

매뉴얼은 공동인증서가 있는 분을 위한 설명입니다. 

 

1. Chrome(크롬) 웹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만일 Chrome 웹 브라우저가 없으시면 https://www.google.com/intl/ko/chrome/ 에서 다운로드 받

으실 수 있습니다. 

 

2. https://crims.police.go.kr 에 방문합니다. 

 

우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https://go2nz.com/
https://www.google.com/intl/ko/chrome/
https://crims.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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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공동인증서 저장소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

니다.  

 

4. 로그인이 되면 다시 처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외국 입국/체류] 버튼을 

선택합니다. 

https://go2n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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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급신청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발급언어는 [영문]. 인쇄방법은 [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회보서]를 클릭합니다. 밑으로 내리면 신

청 내역이 나옵니다. 

https://go2n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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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영문) : 여권과 동일한 영문성명으로 기재 

✓ 발급사유: 해외체류용 

✓ 접수경찰서는 한국에서 체류했던 지역의 경찰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기재했으면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약관 동의 페이지가 팝업되며, [전체동의]를 선택하고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https://go2n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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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보서 발급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회보서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창이 켜지면서 오즈뷰어가 인스톨되고 다음과 같은 창이 켜집니다. 이때 오즈뷰어 맨 하

단으로 가면 [인쇄]버튼이 나옵니다.  

 

 

 

 

https://go2n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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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의 인쇄 페이지가 켜집니다. 이때 대상을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고 [저장]버튼을 누르시고 

저장장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https://go2n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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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다운로드가 되며 해당 파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을 온라인 비자신청 대행신청서의 [범죄경력회보서] 파일로 올려 주시면 됩니다. 

https://go2n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