難民認定手續案內

法務省
入國管理局

序言
難民認定手續案內 (第1版) 는 우리나라의 難民地位에 關한 條約 등에의 加入에
즈음하여
難民認定手續을
整備하기
위해,
1981年에
一部
改正된
出入國管理및難民認定法을 기초로 編集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假滯在許可制度
및 難民審査參與員制度의 創設을 內容으로 하는 出入國管理및難民認定法의
一部를 改正한 法律이 2004年 5月 27日 第159回 通常國會에서 可決 ・ 成立되어
同年 6月 2日 공포됨에 따라, 從來의 手續案內를 加筆 ・ 修正하여 第2版을 發行,
一時庇護手續에 관해 記載한 第3版을 發行, 이번에 새로 2012年 7月 9日의
出入國管理및難民認定法의 一部를 改正한 法律의 施行에 根據하여 第4版을
發行한 것입니다.

2012 年 10 月
法務省入國管理局

目次
第１

日本의 難民認定制度의 槪要 ........................................................................ 1

第２

難民의 認定을 받은 外國人이 누릴 수 있는 權利 또는 利益 .............. 2
1. 永住許可要件의 一部 緩和 ..................................................................... 2
2. 難民旅行證明書의 交付 ........................................................................... 2
3. 難民條約에 定하는 各種의 權利 ........................................................... 2

第３

難民認定手續 .................................................................................................... 3
1. 申請手續 ..................................................................................................... 3
(1) 申請期間 .............................................................................................. 3
(2) 申請窓口 .............................................................................................. 3
(3) 申請에 必要한 書類 .......................................................................... 3
(4) 難民임의 立證 .................................................................................... 4
2. 假滯在의 許可 ........................................................................................... 4
(1) 假滯在許可에 의한 滯在 .................................................................. 5
(2) 假滯在許可書 ...................................................................................... 5
(3) 假滯在期間 및 同期間의 延長 ........................................................ 5
(4) 假滯在許可의 條件 ............................................................................ 5
(5) 假滯在許可의 取消 ............................................................................ 5
3. 難民認定證明書의 交付 ........................................................................... 5
4. 在留資格에 關한 許可 ............................................................................. 5

第４

異議申請 ............................................................................................................ 6
1. 異議申請手續 ............................................................................................. 6
(1) 異議申請人 .......................................................................................... 6
(2) 異議申請을 할 수 있는 期間 .......................................................... 6
(3) 異議申請의 窓口 ................................................................................ 6
(4) 異議申請에 必要한 書類 .................................................................. 6
2. 難民審査參與員 ......................................................................................... 6
3. 法務大臣의 決定 ....................................................................................... 6

第５

難民旅行證明書 ................................................................................................ 7
1. 申請窓口 ..................................................................................................... 7
2. 申請에 必要한 書類 ................................................................................. 7
(1) 提出書類 .............................................................................................. 7
(2) 提示書類 .............................................................................................. 7
3. 難民旅行證明書의 有效期間 ................................................................... 8
4. 手數料 ......................................................................................................... 8

第６

一時庇護를 위한 上陸許可 ............................................................................ 9
1. 申請 ............................................................................................................. 9
(1) 對象者 .................................................................................................. 9
(2) 申請方法 .............................................................................................. 9

2.

3.

申請에 必要한 書類 ................................................................................. 9
(1) 提出書類 .............................................................................................. 9
(2) 提示書類 .............................................................................................. 9
一時庇護許可書의 交付 ........................................................................... 9

難民認定手續圖解.................................................................................................................. 10

第１

日本의 難民認定制度의 槪要

難民의 地位에 關한 條約 (以下 「難民條約」이라고 함.) 및 難民의 地位에 關한
議定書 (以下 「議定書」라고 함.) 가 1982 년 우리나라에 대해 發效되었음에 따라,
難民條約 및 議定書 諸規定의 國內 實施를 위해, 難民認定制度가 整備되었습니다. 이
制度에서는 難民인 外國人은 難民認定申請을 행하여 法務大臣으로부터 難民임의
認定을 받을 수 있고, 또한 難民條約에 規定된 難民으로서의 保護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컫는「難民」이라는 것은 難民條約 第 1 條 또는 議定書 第 1 條의 規定에
의해 定義되는 難民을 意味하며, 그것은 人種, 宗敎, 國籍, 特定한 社會的 集團의
構成員,또는 政治的 意見을 理由로 迫害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充分한 理由가 있는
恐怖로 인하여 國籍國의 밖에 있는 者로, 國籍國의 保護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願하지 않는 者로 規定됩니다.
難民認定手續은
手續입니다.

外國人이

이

難民의

地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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該當되는

지를

審査하여

決定하는

第２

難民의 認定을 받은 外國人이 누릴 수 있는 權利 또는
利益

難民의 認定을 받은 外國人은 다음과 같은 權利 또는 利益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 永住許可要件의 一部 緩和
日本에 在留하는 外國人이 永住許可를 받기 위해서는,
 素行이 善良할 것
 獨立의 生計를 영위할 수 있는 資産 또는 技能을 가질 것
의 2 件의 要件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難民의 認定을 받아 在留하는 外國人은 이 중에서 ②의 要件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도 法務大臣의 載量에 의해 永住許可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難民旅行證明書의 交付
難民의 認定을 받은 外國人이 外國으로 旅行할 때에는 難民旅行證明書의 交付를
받을 수가 있으며, 難民旅行證明書를 所持하는 外國人은 그 證明書에 記載되어
있는 有效期間 內인 경우는 몇 번이라도 日本을 出國하여 日本에 入國할 수가
있습니다.
3. 難民條約에 定하는 各種의 權利
難民의 認定을 받은 外國人은 原則的으로 締約國의 國民 혹은 一般 外國人과 같은
取扱을 받으며, 우리나라에서는 國民年金, 兒童扶養手當, 福祉手當 등의 受給資格을
얻을 수가 있고, 日本國民과 같은 待遇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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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３

難民認定手續

1. 申請手續
(1) 申請期間
難民認定의 申請期間을 制限하는 規定은 없습니다.
(2) 申請窓口
難民認定의 申請은 申請者의 住居地 등을 管轄하는 地方入國管理局, 支局 및
出張所에서 受理합니다.
申請은 申請者 本人이 스스로 出頭하여 申請하시기 바랍니다. 단, 申請者가
16 세 未滿인 경우 혹은 병, 기타의 事由로 인해 스스로 出頭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申請者의 아버지나 어머니, 配偶者, 子息 혹은 親族이 그 申請者를
代身하여 申請할 수 있습니다.
地方入國管理局 ・ 支局에서의 窓口에 대해서는, 本案內의 마지막 페이지를
參照해 주십시오.
(3) 申請에 必要한 書類
申請에는 다음과 같은 書類가 必要합니다. 또, 부상 등 身体의 障碍 등으로
인해 難民認定申請書의 記載가 불가능한 外國人은 申請書에 記載하여야 할
事項을 入國審査官 혹은 難民調査官에 陳述함으로써 申請書를 代身할 수도
있습니다.
① 提出書類
가. 難民認定申請書 (窓口에서 配布하고 있습니다.)
1通
나. 申請者가 難民에 該當함을 證明하는 資料 (難民에 該當함을 主張하는
陳述書包含)
1通
다. 寫眞 (以下의 要件을 滿足하고, 裏面에 姓名이 記載되어 있는 것.)
2張
(다만, 在留資格 未取得者의 경우에는 3 張)
【要件】
(가) 申請者 本人만 撮影된 것일 것
(나) 寫眞 치수
테두리를 除外한 部分의 치수가 下記의 치수를 滿足할 것 (얼굴
크기는 정수리 部分(머리카락 包含)부터 턱 끝까지)
(單位: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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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帽子를 쓰지 않고 正面을 향할 것 (宗敎上 또는 醫療上의 理由로
本 要件을 滿足하는 寫眞을 提出할 수 없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경우, 該當事情에 관한 陳述書(樣式은 任意)를 提出해 주십시오.)
(라) 背景 (그림자 包含) 이 없을 것
(마) 鮮明할 것 (寫眞의 焦點이 잘 맞을 것, 얼룩이 있거나 더러워졌거나
구멍 등이 없고 얼굴 寫眞에 그림자가 없을 것. 옷이나 머리카락에
눈, 코, 입 등이 가려져 있지 않을 것, 背景이 없을 것 등
入國管理局
홈페이지에
揭載되어
있는
申請用
寫眞의
見本∙ 事例集을 參照해 주십시오.)
(바) 提出日 전 3 개月 以內에 撮影된 것일 것 (入院 중이라 寫眞을
撮影할 수 없는 등 3 개月 以內에 撮影한 寫眞을 提出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最近에 찍은 새 寫眞을
提出해 주십시오.)
라. 旅券 또는 在留資格證明書를 提示할 수 없는 者는 그 理由를 記載한
書類
1通
② 提示書類
가. 中長期在留者는 旅券 및 在留카드
나. 特別永住者는 旅券 및 特別永住者證明書
다. 中長期在留者 및 特別永住者 以外의 者는 旅券 또는 在留資格證明書
(假放免 중인 者는 假放免許可書)
라. 假上陸許可, 乘員上陸許可, 緊急上陸許可, 遭難에 의한 上陸許可 또는
一時庇護를 위한 上陸許可를 받은 者는 該當 許可書
(4) 難民임의 立證
難民의 認定은, 申請者로부터 提出된 資料에 의거하여 실시됩니다. 따라서
申請者는 難民임의 證據 혹은 關係者의 證言에 의해 스스로의 立證이
要求됩니다. 또한 資料(陳述書包含)가 外國語로 作成되어 있을 때는 그 資料의
飜譯文을 添附해 주십시오.
申請者가 提出한 資料만으로는 充分한 立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難民調査官이 公務所 등에 照會하여, 申請者의 陳述 내용의 事實 有無에 대해
調査하여, 難民의 認定이 適正히 實施되도록 힘씁니다.
2. 假滯在의 許可
不法滯在者 등의 在留資格未取得外國人이 難民認定의 申請을 한 경우는, 그 者의
法的 地位의 安定을 도모하기 위해 當該 外國人이 우리나라에 上陸한 날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동안에 難民이 되는 事由가 생긴 者에 있어서는, 그 事實을
안 날) 로부터 6 개月 以內에 難民認定申請을 행한 경우 또는 難民條約上의 迫害를
받을 우려가 있은 領域으로부터 直接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 등의 一定한 要件을
갖춘 경우에는 임시로 우리나라에 滯在하는 것을 許可하고, 그 동안은
退去强制手續이 정지됩니다.
또한, 假滯在許可의 判斷은 難民認定申請者가 提出한 難民認定申請書 등의 書類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別途로 假滯在許可을 申請할 必要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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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假滯在許可에 의한 滯在
假滯在許可를 받으면 一時的으로 退去强制手續이 정지되어, 假滯在期間의 經過
등 當該 許可가 終了될 때까지는 適法하게 우리나라에 滯在할 수 있습니다.
(2) 假滯在許可書
法務大臣이 假滯在를 許可한 外國人에게는 假滯在許可書가
許可期間中에는 이 許可書를 항상 携帶하여야 합니다.
(3) 假滯在期間 및 同期間의 延長
假滯在期間은 原則的으로 6 개月입니다.
假滯在期間의 更新申請은 許可期限의 10 日前부터 받으며,
地方入國管理局, 支局 및 出張所의 窓口에서 配布하고 있습니다.

交付됩니다.

申請書는

各

(4) 假滯在許可의 條件
假滯在許可를 받은 者는 住居나 行動範圍가 制限되는 외에, 우리나라에서의
活動에 대해서도 就勞가 禁止되고, 또한 難民調査官의 出頭 要請이 있는
경우에는 指定된 日時, 場所에 出頭하여 難民認定手續에 協力할 義務를 지는
등 여러 가지 條件이 附加됩니다.
(5) 假滯在許可의 取消
假滯在許可를 받은 者가 그 附加 條件을 違反한 경우, 不正하게 難民認定을
받을 目的으로 僞 ・ 變造된 資料를 提出한 경우, 虛僞로 陳述한 경우 등에는
假滯在許可가 取消될 수 있습니다.
3. 難民認定證明書의 交付
法務大臣이 難民임을 認定한 外國人에게는, 難民認定證明書가 交付됩니다.
難民으로서의 各種의 保護 措置를 받을 때에 難民임의 證明이 要求될 경우에는 이
證明書를 提示하시기 바랍니다.
4. 在留資格에 關한 許可
難民으로 認定된 外國人이 在留資格未取得外國人으로서, 當該 外國人이 우리나라에
上陸한 날로부터 6 개月 以內에 難民認定申請을 한 者이거나 難民條約上의 迫害를
받을 우려가 있는 領域으로부터 直接 우리나라에 들어온 者인 경우 등 一定한
要件을 갖춘 경우에는, 定住者의 在留資格이 一律的으로 附與됩니다.
또, 當該 外國人이 이러한 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在留를 特別히
許可해야 할 事情이 있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在留를 特別히 許可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3 개月을 넘는 在留其間이 된 申請者에게는 在留카드가 交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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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４

異議申請

1. 異議申請手續
(1) 異議申請人
難民認定申請을 행했으나 認定받지 못한 外國人이나 難民의 認定이 取消된
外國人은 法務大臣에 대해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2) 異議申請을 할 수 있는 期間
異議申請期間은 難民의 認定을 하지 않는다는 趣旨의 通知, 혹은 難民의
認定이 取消되었다는 趣旨의 通知를 받은 날부터 7 日 以內입니다. 다만, 天災
기타 부득이한 理由가 있는 경우에는 7 日이 經過한 後라고 하더라도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3) 異議申請의 窓口
異議申請은 難民認定申請과 같이 異議申請人의
地方入國管理局, 支局 및 出張所에서 受理합니다.

居住地

등을

管轄하는

또, 代理人에 의한 異議申請이 認定되며 必要書類를 郵送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도 있습니다.
地方入國管理局, 支局에서의 異議申請의 窓口에 대해서는, 本案內의 마지막
페이지를 參照해 주십시오.
(4) 異議申請에 必要한 書類
다음 書類를 提出하시기 바랍니다.
異議申請書

1通

2. 難民審査參與員
法務大臣은 異議申請의 決定을 함에 있어서 難民審査參與員의 意見을 聽取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難民審査參與員은 人格이 高潔하고 異議申請에 關하여
公正한 判斷을 할 수 있고, 또한 法律 또는 國際情勢에 關한 學識經驗을 가진 者
중에서 任命됩니다. 또한 難民審査參與員에게는 異議申請人 등의 意見陳述에
關係되는 手續에 立會하여, 이러한 者를 審問할 權限이 附與되어 있습니다.
3. 法務大臣의 決定
法務大臣이 異議申請은 理由가 있다는 趣旨의 決定을 하여 難民으로 認定된
外國人에게는 難民認定證明書가 交付됩니다.
難民으로 認定된 外國人은 一定한 要件을
附與되고, 우리나라에서의 在留가 認定됩니다.

갖춘

경우

定住者의

在留資格이

또, 當該 外國人이 一定한 要件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在留를 特別히
許可해야 할 事情이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在留를 特別히 許可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3 개月을 넘는 在留其間이 된 申請者에게는 在留카드가 交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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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５

難民旅行證明書

難民의 認定을 받아 在留하는 外國人이 日本을 出國하고자 할 때는 法務大臣으로부터
難民旅行證明書의 交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申請窓口
難民旅行證明書의 交付 申請 窓口는, 難民認定申請의 窓口 (第 3 의 1 의 (2) 參照)
와 같습니다. 申請은 本人出頭가 原則이나, 申請者가 16 세 未滿인 경우, 혹은 병,
기타의 事由로 인해 스스로 出頭하지 못할 경우에는, 申請者의 아버지나 어머니,
配偶者, 子息 혹은 親族이 그 者를 代身하여 申請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代理申請者는 旅券, 在留카드 등, 出生證明書, 住民票寫本 등 代理資格을 疎明하는
資料를 提出해 주십시오.
2. 申請에 必要한 書類
(1) 提出書類
가.

難民旅行證明書交付申請書 (窓口에서 配布하고 있습니다.)
1通

나. 寫眞 (提出전 6 개月 以內에 撮影된 5 cm×5 cm 의 脫帽, 正面上半身인
것으로, 뒷면에 姓名 및 生年月日을 記載할 것)
2張
다. 難民旅行證明書(이미 交付받은 경우)
라. 難民旅行證明書를 交付받은 者가 同證明書를 提出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理由를 記載한 서류
1通
마. 旅券 또는 在留資格證明書를 提示할 수 없는 者는 그 理由를 記載한 書類
1通
(2) 提示書類
가. 難民認定證明書
나. 中長期在留者는 旅券 (日本國政府가 發行한 難民旅行證明書는 除外) 및
在留카드
다. 特別永住者는 旅券 및 特別永住者證明書
라. 中長期在留者 및 特別永住者 以外의 者는 旅券 또는 在留資格證明書
(注) 代理申請의 경우에도 在留카드나 旅券 등의 提示가 必要한데, 代理人은
該當寫本을 作成하여, 代理人의 姓名 및 代理人에 의한 手續 중이라는
內容을 適切히 記載한 후, 代理人이 在留카드나 旅券 둥을 맡아두고 있는
동안에 申請者가 同寫本을 携帶하고 다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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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難民旅行證明書의 有效期間
難民旅行證明書의 有效期間은 1 年입니다. 有效期間 中에는 몇 번이라도 日本을
出國하여, 日本에 入國할 수 있습니다. 단, 日本에서의 在留期間의 남은 기간이
1 年 未滿인 경우 등, 難民旅行證明書의 有效期間과는 別途로「日本에 入國할 수
있는 期限」이 定해져 있을 때는 그 期限까지 日本에 入國해야 합니다. 日本에
入國할 수 있는 期限은 難民旅行證明書의 1 페이지의 2 에 記載되어 있으므로, 必히
이를 確認하여 難民旅行證明書의 有效期間과 混同하지 않도록 注意하십시오.
4. 手數料
難民旅行證明書의 交付를 받을 때, 所定의 手數料를 納付해야 합니다. 또, 外國에서
難民旅行證明書의 有效期間의 延長手續을 행하는 경우에도 所定의 手數料를 그
나라 通貨로 納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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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６

一時庇護를 위한 上陸許可
一時庇護를 위한 上陸許可는, 船舶 등에 타고 있는 外國人이 難民條約에
規定하는 理由 기타 이에 準하는 理由로 인해 生命, 身體 또는 身體의 自由가
抑壓된 領域으로부터 피해 온 者로, 또한 그 外國人을 一時的으로 上陸시키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되는 때에 入國審査官이 許可하는 것으로, 이는 「國家가
서둘러 保護하기 (領土的 庇護)」 위한 緊急措置로서 附與되는 것입니다.

1. 申請
(1) 對象者
船舶 또는 航空機에 타고 있는 外國人
(2) 申請方法
申請은, 到着한 空海港에 所在하는 入國管理局 등에 있어서, 申請者 本人이
스스로 出頭하여 해 주십시오. 단, 申請者가 16 歲 未滿인 경우나 疾病 기타의
理由에 의해 스스로 出頭할 수 없는 경우에는 父母, 配偶者, 子息 또는 親族이
代身하여 申請할 수 있습니다.
2. 申請에 必要한 書類
(1) 提出書類
가. 外國人入國記錄 (通常 E/D 카드로 불립니다. 航空機 內에서 配布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空港이라면 航空會社 카운터나 入國審査 부스에서
入手할 수 있습니다.)
1通
나. 申告書 (身分事項이나 申請의 理由 등을 記載하는 것으로, 空海港의
入國管理局에서 配布하고 있습니다.)
1通
다. 寫眞 (所持하는 경우)

2張

라. 庇護를 求하는 理由가 있음을 證明하는 資料 (所持하는 경우) 1 通
(2) 提示書類
가. 旅券 등의 渡航文書 (所持하는 경우)
나. 身分을 證明하는 文書 (所持하는 경우)
3. 一時庇護許可書의 交付
審査의 結果, 一時庇護를 위한 上陸이 許可된 경우에는 一時庇護許可書가
交付됩니다. 同許可書에는 上陸其間, 住居 및 行動範圍 등의 上陸을 위한 條件이
記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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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民認定手續圖解
日本에 있는 外國人
難民認定申請

(申請)
地方入國管理局 등
難民調査官
(送付)
法務大臣
(法務省入國管理局)

認定

不認定

難民認定證明書의
交付

不認定 및 그 理由를
通知

不服없음

不服있음

法務大臣에 대한 異議申請
意見의 提出

難民審査參與員

理由있음

理由없음

難民認定證明書의
交付

理由가 없다는 趣旨를
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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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民認定申請의 窓口）
札幌入國管理局

審査部門

仙台入國管理局

審査部門

東京入國管理局

難民調査部門

成田空港支局

審査管理部門

羽田空港支局

審査管理部門

橫浜支局

就勞・ 永住審査部門

名古屋入國管理局

永住審査部門

中部空港支局

審査管理部門

大阪入國管理局

就勞・ 永住審査部門

關西空港支局

審査管理部門

神戸支局

審査部門

広島入國管理局

入國・在留審査部門

高松入國管理局

審査部門

福岡入國管理局
那覇支局

入國・在留審査部門
審査部門

（異議申請의 窓口）
札幌入國管理局

審査部門

仙台入國管理局

審査部門

東京入國管理局

審判部門

成田空港支局

審判部門

羽田空港支局

審査管理部門

橫浜支局

審判部門

名古屋入國管理局

審判部門

中部空港支局
大阪入國管理局

審査管理部門
審判部門

關西空港支局

審査管理部門

神戸支局

審査部門

広島入國管理局

審判部門

高松入國管理局

審査部門

福岡入國管理局
那覇支局

審判部門
審査部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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