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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은 외국인이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장소로서, 흔히 

‘외국인보호소’로 불립니다. 이러한 보호시설 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한편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00만명 이상인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할수록 외국인보호시설에 구금(보호 

조치)되는 외국인의 수 역시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국인은 (단속부터 강제퇴거에 이르는) 출입국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권리 구제 절차를 몰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매뉴얼은 외국인(특히 보호 조치 된 외국인)과 이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가들 

모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담았습니다. 

특히 단속부터 강제퇴거 또는 보호 조치에 이르는 과정 중에서, 외국인 스스로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단계별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매뉴얼을 만들면서 중점을 둔 부분들입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상 단속부터 외국인보호시설에의 보호 조치 및 강제퇴거 될 

때까지의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절차 순서대로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각 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문서는 무엇이고, 각 과정에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매뉴얼 상 용어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는 인신의 구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금’의 의미와 같다고 

볼 것입니다(한국법제연구원의 출입국관리법 영문판에서도 보호를 ‘Immigration 

Detentio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매뉴얼에서는 법적 절차를 다루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상의 용어인 ‘보호’로 통일하였습니다.  

넷째, 본 매뉴얼은 법적 절차의 안내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 조치 된 

외국인의 처우 관련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식 부록을 두어, 해당 단계에서 받을 수 있거나 받게 되는 처분서, 또는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연락처 부록을 두어, 외국인이 출입국 관련 행정 절차 및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를 수록하였습니다. 

일곱째, 본 매뉴얼은 법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한 

언어로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보호시설은 현행법 상 그 구금 기간의 상한이 없기 때문에 무려 5년 

이상의 장기구금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치소나 교도소와 같은 구금 및 

교정시설로 분류되지도 못하여, 시설 내 처우가 구치소나 교도소보다도 더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매뉴얼 발간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법적 절차뿐 

아니라 처우에 대한 체계적·실질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   본 매뉴얼은 외국인보호시설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합니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홈페이지(www.gamdonglove.org) 자료실에서 

매뉴얼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매뉴얼에 인용된 법령 및 절차는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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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용어 설명

●●●●● 보호명령:●출입국●조사●내지●강제퇴거를●위하여●일정●시설에●구금하는●명령입니다.

●●●●● 강제퇴거명령:●대한민국●밖으로●강제적으로●출국시키는●명령입니다(난민신청자에●대하여

는●강제퇴거명령의●집행을●원칙적으로●할●수●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62④).

●●●●● 출국명령:●출국●대상자로서●일정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보호하지●아니하고●출국시키는●

명령입니다.●

●●●●● 보호명령서:●보호하기●전에는●보호명령서를●먼저●발급한●후●외국인을●보호하는●것이●원칙

입니다(출입국관리법§51①).●

●●●●● 긴급보호명령서:●보호●전●보호명령서를●발급할●여유가●없이●긴급할●때에는,●외국인에게●그●

사유를●알리고●긴급히●보호할●수●있습니다.●긴급히●보호한●이후●긴급보호서를●작성하여●보

호●외국인에게●보여주어야●합니다(출입국관리법§51③④).●●

●●●●● 강제퇴거를●위한●보호명령서:●보호명령서●발부●이후에●출입국관리공무원은●강제퇴거를●위

한●보호명령서를●다시●발급할●것입니다(출입국관리법§63).●●

●●●●● 보호명령서,●긴급보호명령서,●강제퇴거를●위한●보호명령서는●모두●다른●서류입니다.●보호

된●이후에는●발급된●서류를●모두●볼●수●있으며,●필요한●경우●서류를●달라고●할●수●있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과 외국인보호소

●●●●● 출입국관리사무소●보호실:●전국●16개●출입국관리사무소●내●위치하며,●단속●후●조사를●위

해●머무는●장소입니다.●

●●●●● 외국인보호소:●전국●3개●외국인보호소(화성,●청주,●여수)가●있습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조사를●받은●후●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이●내려지면●관할●외국인보호소로●이송되어●

구금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보호실에서●조사를●받은●후●통상●2~7일●이내에●외국인보호소로●이송됩

니다.●

<단속부터 강제퇴거까지의 전체 절차 및 관련 문서>

조사
출입국관리 

사무소 보호실

보호
관할  

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

보호명령서 발부

긴급보호명령서 발부 (보호명령서 발부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 

출국명령서 

출입국사범통고서

보호통지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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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속반이 단속을 위한 검문을 하는 경우, 단속하는 사람의 신분증이나 증표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 단속을●당할●때,●단속하는●사람의●신분증이나●증표를●보여●달라고●할●수●있습니다.●단속하는●사람이●

신분증이나●증표를●보여주기●전까지는●단속●당하는●사람●역시●외국인등록증●등●신분증을●보여줄●필

요가●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2조(증표의●휴대●및●제시)●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권한●있는●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무를●

집행할●때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1.●제50조에●따른●주거●또는●물건의●검사●및●서류나●그●밖의●물건의●제출요구

2.●제69조(제70조제1항●및●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검색●및●심사

3.●제80조와●제81조에●따른●질문이나●그●밖에●필요한●자료의●제출요구

4.●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직무수행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7조(단속복장●및●증표)●

①●단속반원은●출입국사범에●대한●단속업무를●수행하는●때에는●외국인●등이●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인식할●수●있는●

복장을●착용하여야●한다.●다만,●긴급을●요하거나●직무의●성질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사복을●

착용할●수●있다.●

②●제1항의●직무를●수행하는●때에는●증표를●휴대●및●제시하여야●한다.

2. 단속 공무원에게 단속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요. 

●●●●● 단속을●당할●때에는●공무원에게●단속을●당하는●이유를●물어볼●수●있습니다.●단속을●하는●목적을●물

어보고●그●이유를●반드시●기억해●두세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3조(직무수행의●기본원칙)●출입국관리공무원은●출입국사범에●대한●단속●업무●등을●수행하는●때에는●적법절차를●

준수하고●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야●한다.

단속반을 만났을 때

4.●직무을●수행할●때에는●그●권한을●표시하는●사법경찰관리신분증●또는●공무원(이하●“증표”라●한다)을●휴대●및●

제시하여야●하며,●직무수행의●목적을●설명하여야●한다.

제10조(외국인●등●방문조사)●

②●단속반원이●제1항의●규정에●의한●조사를●하는●때에는●단속반장이●주거권자●또는●관계자에게●증표를●제시하면서●

소속과●성명을●밝히고●조사목적●등을●알려야●한다.●

3. 보호명령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 내용도 설명받을 수 있어요.

●●●●● 단속●공무원에게●보호명령서[부록1]를●보여●달라고●요청할●수●있고,●그●내용을●설명해●달라고●요청

할●수●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외국인이●제4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된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

도주하거나●도주할●염려가●있으면●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으로부터●보호명령서를●발급받아●그●외국인을●

보호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보호명령서의●발급을●신청할●때에는●보호의●필요성을●인정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외국인이●제4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된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

도주하거나●도주할●염려가●있는●긴급한●경우에●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으로부터●보호명령서를●발급받을●

여유가●없을●때에는●그●사유를●알리고●긴급히●보호할●수●있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제3항에●따라●외국인을●긴급히●보호하면●즉시●긴급보호서를●작성하여●그●외국인에게●내보여야●

한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제3항에●따라●외국인을●보호한●경우에는●48시간●이내에●보호명령서를●발급받아●외국인에게●

내보여야●하며,●보호명령서를●발급받지●못한●경우에는●즉시●보호를●해제하여야●한다.●

제53조(보호명령서의●집행)●출입국관리공무원이●보호명령서를●집행할●때에는●용의자에게●보호명령서를●내보여야●

한다.

●●●●● 보호명령서는●외국인을●보호할●때●발급하는●서류입니다.●보호명령서에는●얼마●동안•왜●보호되는

지(기간과●이유)●나와●있습니다.●보호명령서는●단속하기●전●발급하는●것이●원칙입니다.●그러나●강

제퇴거●사유에●해당한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고●도주하거나●도주할●염려가●있는●긴급한●

경우,●단속하여●보호한●후●48시간●이내에●긴급보호명령서[부록2]를●발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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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간이●지난●다음에는●강제퇴거를●위한●보호명령서[부록1과●같음]가●발급될●수●있습니다.●이●서

류들은●나중에●소송을●하게●될●경우●필요할●수●있으니●반드시●요청하십시오.●

4. 단속된 사람은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어요. 

●●●●● 단속을●당하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조사를●받을●때,●자기에게●불리한●진술은●거부할●수●있고●변

호인을●선임할●수●있습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1조(용의자●긴급보호)

②●제1항의●규정에●의해●용의자를●긴급보호●하는●때에는●구두●또는●별지●제2호●서식의●미란다원칙●등●고지문(이하●

“고지문”이라●한다)으로●용의자에게●진술거부권과●변호인선임권이●있고●보호에●대해●이의신청을●할●수●있음을●

알려야●한다.

●●●●● 변호인은●단속된●사람●본인의●비용으로●선임할●수●있습니다.●변호인을●선임하려면●출입국관리사무

소●공무원에게●변호인을●선임하겠다고●말할●수●있습니다.●가까운●외국인지원센터에●연락하여●변호

인●선임에●대해●물어보세요.●

5. 단속 과정에서 단속반에게 폭행 등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면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어요. 

●●●●● 만약●단속반에게●폭행●등●물리적●폭력을●당하였다면,●이●사실을●경찰에●신고(형사고소)할●수●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제기할●수도●있습니다.●외국인보호소에●보호된●이후라도●신고●또는●진정

을●할●수●있습니다(진정과●관련하여서는●매뉴얼●쪽●참조).

●●●●● 폭력●행사●당시의●상황을●휴대폰●카메라●등으로●찍었다면,●나중에●그●자료를●증거로●활용할●수●있습

니다.●또한●단속과정에서●부상을●입었다면●즉시●출입국관리사무소●담당자에게●병원●후송을●요청하

세요.●만약●단속반의●잘못으로●단속●과정에서●부상이●발생했다면●출입국관리사무소가●병원비●등을●

지불하게●됩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3조(직무수행의●기본원칙)●출입국관리공무원은●출입국사범에●대한●단속●업무●등을●수행하는●때에는●적법절차를●

준수하고●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야●한다.

1.●외국인●등에●대하여●폭언이나●가혹행위●또는●차별적●언행을●하여서는●아니●된다.

2.●직무는●공정하고●투명하게●수해아혀야●하며,●주어진●권한을●자의적으로●행사하거나●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3.●외국인●등의●사생활이나●인격을●존중하여야●하며,●직무상●알게●된●비밀을●공표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4.●직무을●수행할●때에는●그●권한을●표시하는●사법경찰관리신분증●또는●공무원(이하●“증표”라●한다)을●휴대●및●

제시하여야●하며,●직무수행의●목적을●설명하여야●한다.

5.●외국인●등이●언어소통의●문제로●불이익을●받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6.●보호장비●및●보안장비의●사용●등●강제력의●행사는●필요한●경우에●한하여●최소한의●범위●내에서●하여야●한다.

7.●제3자의●주거지,●영업장소에서의●단속은●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최소한도로●실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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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등과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할 수 있어요.

●●●●● 조사를●받을●때,●단속된●사람은●가족이나●‘신뢰관계가●있는●자’와●함께●조사를●받겠다고●요청할●수●

있습니다.●‘신뢰관계가●있는●자’란●보통●배우자,●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또는●내가●원활하게●대

화할●수●있도록●도움을●줄●수●있는●사람을●의미합니다.●

●●●●● 그러면●출입국관리공무원은●조사를●받는●사람이●사물●변별●능력이나●의사결정●능력이●미약한●사람

인지,●또는●조사를●받는●사람의●심리적●안정과●의사소통을●위해●필요한지●살펴보고,●그렇다고●판단

한다면●함께●조사를●받을●수●있도록●할●것입니다.●

●●●●● 만일●가족●또는●신뢰관계가●있는●자가●함께●하기를●원하지●않는다면,●원하지●않는다고●이야기해야●

합니다.●원하지●않는다고●이야기하면,●출입국관리공무원은●인터뷰●자리에●가족●또는●신뢰관계가●있

는●자를●참여하게●할●수●없습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8조(가족●등의●참관)●출입국관리공무원은●용의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본인의●의사에●

반하지●않는●한●가족,●기타●신뢰관계●있는●자를●신문에●동석하게●할●수●있다.

1.●용의자가●사물●변별●능력이나●의사결정●능력이●미약한●때

2.●용의자의●심리적●안정과●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필요한●때

4. 조사 과정이 녹화될 수 있어요.

●●●●● 출입국관리공무원은●조사●과정을●비디오카메라●등으로●녹화할●수●있습니다.●하지만●이●때,●출입국

관리공무원은●사전에●녹화한다는●사실을●알려줘야●합니다.●

●●●●● 녹화가●진행된다면●출입국관리공무원은●조사의●처음부터●끝까지●전●과정을●녹화해야●하고,●녹화●후

에는●원본을●봉인해야●합니다.●따라서●출입국관리공무원이●원본을●확실히●봉인했는지,●또는●조사●

과정●일부만●녹화한●게●아니라●전부를●녹화한●게●맞는지●확인하세요.●공무원이●원본에●서명을●하라

고●하면,●이●사실을●모두●확인●후●문제가●없을●때에만●서명해야●합니다.

●●●●● 단속을●한●다음,●출입국관리공무원은●단속된●사람을●출입국관리사무소●안에●있는●보호실로●데리고●

갑니다.

1. 진술거부권: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돼요.

●●●●● 출입국관리공무원은●단속된●사람이●출입국관리법을●위반한●것이●맞는지●조사●후●용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용의자신문조서란●조사를●하면서●질문하고●답한●내용을●적은●종이입니다.●

●●●●● 조사가●시작되기●전,●출입국관리공무원은●‘진술거부권’,●즉●나에게●불리한●이야기를●하지●않아도●된

다는●권리에●대하여●말●또는●글로●알려줄●것입니다.●만일●알려주지●않는다면,●출입국관리공무원에

게●‘진술을●거부할●수●있는●권리’에●대해●물어보세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6조(진술거부권의●고지)●출입국관리공무원은●……●용의자신문을●시작하기●전에●용의자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

진술을●거부할●수●있음을●알리고,●그●사실을●용의자신문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2.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어요.

●●●●● 만일●변호인(내●사건을●다루는●변호사)이●있다면●조사할●때에●변호인이●함께●있을●때●진술을●하겠다

고●이야기할●수●있습니다.●보호실에서●조사를●받을●때,●출입국관리공무원은●변호인의●도움을●받을●

권리에●대해●안내를●할●것입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7조(변호인의●참여)●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신문을●하는●때에는●용의자에게●변호인을●참여하게●할●수●있음을●미리●

알려주어야●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용의자●또는●변호인이●신청할●경우에는●용의자신문에●변호인의●참여를●허용하여야●한다.●

③●변호인이●신문을●방해하거나●조사기밀을●누설하는●경우●또는●그●염려가●있는●경우●등●정당한●사유가●있는●때를●

제외하고는●제2항의●규정에●의한●참여를●불허하거나●퇴거를●요구할●수●없다.●●

조사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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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의자신문조서를●정확하게●확인하고,●내가●이야기한●내용과●다른●부분이●있으면●반드시●고쳐달

라고●이야기해야●합니다.●출입국관리공무원은●이●내용을●반영하고,●서명을●요청할●것입니다.●만일●

제대로●확인하지●않고●서명한다면●이후●절차에서●불리하게●작용할●수●있으니,●반드시●제대로●확인

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48조●(용의자의●출석요구●및●신문)

③●제1항의●규정에●의한●신문을●함에●있어●용의자가●행한●진술은●이를●조서에●적어야●한다.

④●제3항의●규정에●의한●조서는●이를●용의자에게●읽어●주거나●열람하게●한●후●오기가●있고●없음을●물어●용의자가●그●

내용에●대한●증감●또는●변경의●청구를●한●때에는●그●진술을●조서에●적어야●한다.

⑤●조서에는●용의자로●하여금●간인한●후●서명●또는●기명날인하게●하고,●용의자가●서명●또는●기명날인할●수●없거나●이를●

거부한●때에는●그●뜻을●조서에●적어야●한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5조(용의자●신문)●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법●제48조의●규정에●의해●용의자의●혐의사실에●대해●신문할●수●있다.

②●제1항에●의한●신문을●하는●때에는●용의자가●행한●진술은●용의자신문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7. 심사 결정의 고지: 결정된 내용을 안내 받으세요.

●●●●● 모든●조사를●마친●후,●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또는●외국인보호소장은●바로●단속된●사람이●

출입국관리법을●위반한●것이●맞는지●결정을●내려야●합니다.●이●때,●심사결정서[부록3]●또는●출입국

사범심사결정통고서[부록4]가●작성됩니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은●작성된●서류를●보여줄●것입니다.●만일●이러한●서류가●한국어로●적혀●있어●이해

가●되지●않는다면●이해할●수●있는●언어로●읽어달라고●할●수●있습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9조(신문과정의●영상녹화)●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불법입국●알선자,●위·변조여권●행사자,●밀입국자,●기타●

중요사범에●대해서는●신문과정을●영상녹화●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영상녹화를●하는●때에는●용의자●또는●변호인에게●미리●그●사실을●알려주어야●하며●신문을●

시작하는●때부터●종료●시까지●전●과정을●영상녹화●하여야●한다.●다만,●참고인에●대해●영상녹화를●하고자●하는●때에는●

미리●참고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③●제1항,●제2항의●규정에●의한●영상녹화가●완료된●때에는●용의자●또는●변호인●앞에서●지체●없이●그●원본을●봉인하고●

용의자로●하여금●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하여야●한다.

5. 통역을 요청하세요.

●●●●● 한국어가●능숙하지●않은●사람은●조사할●때●통역을●요구할●수●있습니다.

●●●●● 또한,●청각장애인●또는●언어장애인이라면●글로●써서●질문에●대답할●수●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8조●(용의자의●출석요구●및●신문)●

⑥●국어에●통하지●못하는●자나●청각장애인●또는●언어장애인의●진술에는●통역인으로●하여금●통역하게●하여야●한다.●다만,●

청각장애인●또는●언어장애인에게는●문자로●묻거나●진술하게●할●수●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1조(통역제공●등)●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용의자를●신문함에●있어●국어에●통하지●못하는●자나●청각장애인●또는●

언어장애인의●진술에는●통역인으로●하여금●통역하게●하여야●한다.●다만,●청각장애인●또는●언어장애인에게는●문자로●

묻거나●진술하게●할●수●있다.

②●용의자의●진술●중●국어●아닌●문자●또는●부호가●있는●때에는●이를●번역하게●하여야●한다.

6. 용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세요.

●●●●● 출입국관리공무원은●조사●시●이야기한●내용●모두를●용의자신문조서에●쓸●것입니다.●그리고●조사가●

모두●끝난●후,●이●용의자신문조서에●적힌●내용에●틀린●것이●없는지●확인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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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강제퇴거명령서를●발급하는●경우●법무부장관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는●사실을●

용의자에게●알려야●한다

제68조(출국명령)●①●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에게는●출국명령을●할●

수●있다.●

1.●제4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인정되나●자기비용으로●자진하여●출국하려는●사람

②●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제1항에●따라●출국명령을●할●때에는●출국명령서를●발급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른●출국명령서를●발급할●때에는●법무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출국기한을●정하고●주거의●제한이나●그●

밖에●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④●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출국명령을●받고도●지정한●기한까지●출국하지●아니하거나●제3항에●따라●붙인●조건을●

위반한●사람에게는●지체●없이●강제퇴거명령서를●발급하여야●한다.●

●●●●● 강제퇴거명령이●발부되면,●그●명령을●받은●사람은●국적국●또는●시민권을●가진●국가●등으로●보내집

니다.●하지만●여러●가지●이유로●즉시●대한민국●밖으로●보낼●수●없을●때에는●외국인이●대한민국●밖으

로●나갈●수●있을●때까지●보호조치●됩니다.

●●●●● 강제퇴거명령에●대해서는●7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외국인보호소장은●명령서를●줄●때,●이의신청에●대해●알려줄●것입니다.●만일●알려주지●않는다

면●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이의신청●절차’에●대해●물어보고,●이의신청서[부록7]를●달라고●하여●작

성●후●제출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①●용의자는●강제퇴거명령에●대하여●이의신청을●하려면●강제퇴거명령서를●받은●날부터●7일●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을●거쳐●법무부장관에게●이의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②●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제1항에●따른●이의신청서를●접수하면●심사결정서와●조사기록을●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받은●사람의●보호●및●보호해제)●①●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강제퇴거명령을●받은●사람을●

여권●미소지●또는●교통편●미확보●등의●사유로●즉시●대한민국●밖으로●송환할●수●없으면●송환할●수●있을●때까지●그를●

보호시설에●보호할●수●있다.●

●●●●● 만일●출국명령●또는●강제퇴거명령이●잘못되었다고●생각한다면●이●명령에●대하여●자신의●비용으로●

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할●수●있습니다.●행정심판●및●행정소송은●명령이●내려짐을●안●날부터●90

일●이내에만●할●수●있습니다.●‘명령이●내려짐을●안●날’은●보통●출국명령서,●강제퇴거명령서●등의●처

분●문서를●직접●받은●날입니다.●따라서●문서를●받으면●그●날짜를●꼭●확인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58조●(심사결정)●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출입국관리공무원이●용의자에●대한●조사를●마친●때에는●지체없이●

용의자가●제46조제1항●각호의●1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심사하여●결정하여야●한다.

제59조●(심사후의●절차)●①●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심사의●결과●용의자가●제46조제1항●각호의●1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인정할●때에는●지체없이●용의자에게●그●뜻을●알려야●하고,●용의자가●보호되어●있는●때에는●즉시●보호를●

해제하여야●한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조사●후에,●단속된●사람이●법을●위반했는지에●대해●증거가●충분하지●않다고●

판단한다면●증거를●추가하기●위해●10일●동안●더●조사를●할●수●있습니다.●10일●동안●더●조사해도●증

거가●없다면,●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즉시●보호를●해제할●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2조(보호기간●및●보호장소)●①●제51조에●따라●보호된●외국인의●강제퇴거●대상자●여부를●심사·결정하기●위한●

보호기간은●10일●이내로●한다.●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으면●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의●허가를●받아●10일을●

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한●차례만●연장할●수●있다.

8. 조사 이후의 절차

●●●●● 조사●결과●출입국관리법을●위반한●것이●사실이라면●출국명령●또는●강제퇴거명령을●받을●수●있습니

다.●출국명령을●받는다면●출국명령서[부록5]가●발급되는데,●이●출국명령서에는●언제까지●출국해야●

하는지●날짜가●적혀●있으며,●이●날짜가●지나서도●출국하지●않은●경우에는●강제퇴거명령서[부록6]가●

새로이●발급됩니다.●하지만●어떤●경우에는●출국명령이●없이●바로●강제퇴거명령이●내려지기도●합니

다.●

출입국관리법

제59조●(심사●후의●절차)

②●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심사●결과●용의자가●제4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할●수●있다.●●

③●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제2항에●따라●강제퇴거명령을●하는●때에는●강제퇴거명령서를●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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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실에서●조사가●끝나고●보호명령서가●나오면●외국인보호소로●가게●됩니다.

●●●●● 보호소에서는●아래●내용을●알아두시면●좋습니다.●

1. ‘보호통지서’를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내달라고 하세요.

●●●●● 출입국관리공무원은●외국인을●보호소로●보낼●때,●보호통지서를●한국에●있는●외국인의●배우자,●부모

나●형제●등●가족,●변호인●또는●그●외국인이●정하는●사람에게●보내야●합니다.●보호통지서는●어떤●외

국인이ㆍ언제부터ㆍ어디에ㆍ왜●보호되는지를●쓴●종이입니다[부록8].

●●●●● 따라서●한국에●가족이나●친구가●있거나●연락할●수●있는●변호인이●있다면,●공무원에게●본인의●보호

통지서를●그들에게도●보내라고●할●수●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4조(보호의●통지)●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용의자를●보호한●때에는●국내에●있는●그의●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

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변호인●또는●용의자가●지정하는●사람(이하●"법정대리인등"이라●한다)에게●3일●이내에●보호의●

일시ㆍ장소●및●이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다만,●법정대리인등이●없는●때에는●그●사유를●서면에●적고●통지하지●

아니할●수●있다.●

2. 보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만약●외국인보호소에●보호된●것이●부당하다거나●잘못되었다고●생각할●경우에는,●그●보호명령에●대

해●‘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이의신청은●본인에게●내려진●보호●처분이●잘못된●것●같으니●풀어

달라고●신청하는●것입니다.●보호에●대한●이의신청을●하려면,●본인●이름으로●이의신청서[부록9]를●

작성하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외국인보호소장에게●내면●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5조(보호에●대한●이의신청)●①●보호명령서에●따라●보호된●사람이나●그의●법정대리인등은●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거쳐●법무부장관에게●보호에●대한●이의신청을●할●수●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①●취소소송은●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다만,●제18조제1항●단서에●

규정한●경우와●그●밖에●행정심판청구를●할●수●있는●경우●또는●행정청이●행정심판청구를●할●수●있다고●잘못●알린●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있은●때의●기간은●재결서의●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기산한다.

※ 주의

●●●●● 강제퇴거명령●또는●출국명령이●부당하다고●생각한다면,●강제퇴거명령에●대해서는●이의신청과●행

정심판,●행정소송을●할●수●있으며,●출국명령에●대해서는●행정심판과●행정소송을●할●수●있습니다.●이●

때●기한이●정해져●있으니●이●기한을●반드시●확인하세요.●기한이●지나면●신청이나●소송●등을●할●수●

없게●됩니다.

●●●●● 이의신청:●강제퇴거명령서를●받은●날부터●7일●이내에●이의신청서●제출

●●●●●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강제퇴거명령,●또는●출국명령에●대해●알게●된●날(문서를●직접●받은●날)부

터●90일●이내에●제기

보호소에 들어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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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소장은●일시해제●청구사유가●체불임금과●관련된●때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1.●체불임금이●1천만원●이상일●것

2.●고용주의●임금●체불확인서●또는●지불각서,●노동부●발급●체불금품확인원●중●하나가●있을●것

3.●피보호상태에서는●체불임금의●청구●및●수령을●기대하기●곤란한●경우일●것

⑦●소장은●피보호자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등이●국내에서●사망한●경우●등●인도적●차원에서●일시해제함이●

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망진단서,●입원치료●사실확인서●등●관련●입증자료를●제출받아●심사하여야●한다.

●●●●● 보호일시해제를●신청하려면●①●‘보호일시해제●청구서’[부록10]를●쓰고,●②●보호소●밖으로●나갈●필

요가●있다는●것을●보여줄●수●있는●자료와●보증금을●어떻게●마련할●수●있는지에●대한●자료를●함께●준

비한●뒤,●③●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외국인보호소장에게●제출하고,●④●안내에●따라●보증금을●내면●

됩니다.●

●●●●● 보호소●밖으로●나갈●필요가●있다는●것을●보여줄●수●있는●자료로는,●병원●치료의●경우●진단서,●임금

체불의●경우●체불금품확인원(사업주에게●못●받은●돈이●얼마나●있는지●적힌●종이인데,●고용노동부에●

진정을●한●후●받을●수●있습니다)●등이●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일시해제)●①●보호명령서나●강제퇴거명령서를●발급받고●보호되어●있는●사람,●그의●보증인●또는●

법정대리인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장에게●보호의●일시해제를●청구할●수●있다.●

●●●●● 출국하거나●보호일시해제가●취소되는●경우에는●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습니다.

●

4. 공무원이 억지로 묶으려고 하거나 독방에 넣으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 출입국관리공무원은●외국인이●자해행위(스스로●몸에●상처를●내거나●자살하려고●하는●것)를●하려는●

경우,●도망가려는●경우,●다른●사람을●공격하려는●경우●등에는●강제력을●행사하거나●독방에●격리시

킬●수●있습니다.●‘강제력의●행사’는●억지로●사람을●묶거나●잡아서●못●움직이도록●하는●것을●말합니

다.●

●●●●● 하지만●이러한●강제력의●행사는●꼭●필요한●경우에●최소한으로만●이루어져야●합니다.●따라서●도망가

려고●했거나●남을●공격하지도●않았는데●공무원이●강제력을●행사해서는●안●됩니다.●만약●그런●경우

시행령 

제69조(보호에●대한●이의신청)●①●법●제55조제1항에●따라●이의신청을●하려는●사람은●이의신청서에●이의의●사유를●

소명하는●자료를●첨부하여●사무소장·출장소장●또는●보호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보호일시해제란,●정해진●기간●동안●보호소●밖에서●지낼●수●있게●하는●것입니다.

●●●●● 외국인보호소에●보호되었더라도,●①●병원●치료가●필요하거나,●②●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부모

님,●자녀●등)이●한국에서●사망했을●경우,●③●1천만●원●이상●임금체불(사업주가●월급을●주지●않는●것)

이●된●경우●등,●특정한●사유가●있다면●2천만●원●이하의●보증금을●내고●‘보호일시해제’를●신청할●수●

있습니다.●그런데●보호일시해제●신청이●받아들여질지는●심사를●통해서●결정됩니다.●●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심사●절차●및●확인사항)●

②●소장은●일시해제●청구사유가●신병치료를●위한●것일●때에는●의사의●진단서●또는●병원진료사실확인서를●제출받아●

확인하여야●한다.

③●소장은●일시해제●청구사유가●소송과●직접●관련이●있는●경우에는●소장사본·소제기증명원●등을●제출하게●한●후●다음●

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1.●피보호자가●소송의●원고이고,●소송가액이●1천만원●이상일●것

2.●피보호자가●소송수행을●위하여●6일●이상●외출할●필요성이●있을●것

3.●보호명령●또는●강제퇴거명령에●대한●소송이나●행정심판을●제기한●경우가●아닐●것

④●소장은●피보호자가●소송가액●1천만원●이상의●소송●당사자로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구조결정을●받은●때에는●

청구자로부터●법률구조결정서●사본을●제출받아●확인하여야●한다.

⑤●소장은●일시해제●청구사유가●임대차●보증금과●관련된●사항인●때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지●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1.●임대차계약서의●진정성

2.●임대차●보증금이●1천만원●이상일●것●

3.●임대인이●보증금의●반환을●회피하는●등의●사유로●피보호상태에서는●보증금의●반환을●기대하기●어려운●경우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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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소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편지,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 보호소●내에서는●정해진●시간●동안●다른●사람과●면회를●할●수●있고,●편지●주고받기●및●전화●통화를●

할●수●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6(면회등)●①●피보호자는●다른●사람과●면회,●서신수수●및●전화통화(이하●"면회등"이라●한다)를●할●수●있다.

②●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보호시설의●안전이나●질서,●피보호자의●안전·건강·위생을●위하여●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면회등을●제한할●수●있다.

●●●●● 면회는●오전●9시●30분부터●오전●11시●30분까지,●그리고●오후●1시●30분부터●오후●4시●30분까지의●

시간●중에●할●수●있습니다.●보호소●밖에서●면회를●하려고●오는●사람은●신분증을●가져●와야●합니다.●

면회는●원칙적으로●한●번에●30분●이내로만●할●수●있지만,●연장이●필요하다고●요청하면●상황에●따라●

연장될●수●있습니다.●또한●면회는●하루에●2번까지●할●수●있으나,●이●역시●상황에●따라서●보호소장이●

횟수를●늘릴●수도●있습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33조(일반면회)●

②●면회신청인은●면회●당일●본인의●신분을●증명하는●서류(대한민국●국민인●경우에는●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외국인인●경우에는●여권●등을●말한다)를●제시하고●법무부장관이●정하는●면회신청서를●작성하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면회의●신청·접수●및●면회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따른●근무시간●중●오전●9시●30분부터●11시●30분까지와●

오후●1시●30분부터●4시●30분까지로●한다.●다만,●긴급하거나●부득이한●사정으로●소장이●허가한●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면회는●한●사람씩●한다.●다만,●소장은●보호시설의●안전과●질서유지에●반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보호외국인의●

가족·형제자매·직계친족이●동시에●면회하게●할●수●있다.

⑤●면회는●면회실에서●하여야●한다.●다만,●소장은●면회실●외의●장소에서●면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그●장소를●

지정하여●면회를●하게●할●수●있다.

⑥●면회시간은●30분●이내로●한다.●다만,●소장은●면회인이●면회시간의●연장을●요청하였을●때에는●다른●면회인의●면회에●

방해가●되지●아니하고●면회●연장이●부득이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면회시간을●연장할●수●있다.

⑦●면회인은●같은●보호외국인에●대하여●하루에●한●번만●면회를●할●수●있다.●다만,●소장은●다른●면회인의●면회에●방해가●

되지●아니하고●면회●횟수●연장이●부득이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면회●횟수를●늘릴●수●있다.

가●있다면●그●공무원이●누구인지●기억(가능하다면●얼굴과●이름을●전부●확인하세요)하고,●나중에●아

래●6,●7항에●따라●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또는●청원●등을●할●수●있습니다.●상황에●따라서는●소송을●

제기할●수도●있습니다.

●●●●● 공무원에●갑자기●독방에●넣으려고●할●때에도●마찬가지입니다.●반드시●그●이유를●물어보세요.●또한●

본인의●의견을●말할●기회를●달라고●할●수●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행사)●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피보호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행사할●수●있고,●다른●피보호자와●격리하여●보호할●수●있다.●이●경우●피보호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도주의●

방지,●시설의●보안●및●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한●최소한도에●그쳐야●한다.

1.●자살●또는●자해행위를●하려는●경우

2.●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치거나●끼치려는●경우

3.●도주하거나●도주하려는●경우

4.●출입국관리공무원의●직무집행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또는●기피하거나●방해하는●경우

5.●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서●규정한●경우●외에●보호시설●및●피보호자의●안전과●질서를●현저히●해치는●행위를●하거나●

하려는●경우

③●제1항에●따른●강제력을●행사하려면●사전에●해당●피보호자에게●경고하여야●한다.●다만,●긴급한●상황으로●사전에●

경고할●만한●시간적●여유가●없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격리●보호)●①●소장은●보호외국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법무부장관이●따로●정하는●기간●

동안●독방에●격리●보호할●수●있다.

1.●도주,●난동,●폭행,●시설ㆍ물품●파손,●그●밖에●보호시설의●안전이나●질서유지를●해치는●행위를●하거나●하려고●하였을●때

2.●담당공무원의●정당한●직무집행이나●명령에●따르지●아니하거나●방해하였을●때

3.●자해●또는●다른●보호외국인에게●위해(危害)를●가할●우려가●있는●물품●그●밖에●보호시설의●안전이나●질서를●해칠●

목적으로●제10조제1항에●따라●소지ㆍ사용할●수●있는●물품●외의●물품을●몰래●소지하고●있거나●반입하려●하였을●때

4.●자살ㆍ자해를●꾀하거나●보호외국인을●선동하는●등●보호시설의●질서를●해칠●목적으로●단식할●때

5.●감염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되었다고●의심될●때

6.●정신질환ㆍ알콜중독ㆍ마약중독●증상이●있거나●그러한●증상이●의심될●때

④●소장은●제1항에●따라●격리●보호할●때에는●해당●외국인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줄●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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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8(청원)●①●피보호자는●보호시설에서의●처우에●대하여●불복하는●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나●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장에게●청원(請願)할●수●있다.

②●청원은●서면으로●작성하여●봉(封)한●후●제출하여야●한다.●다만,●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에게●청원하는●경우에는●

말로●할●수●있다.

③●피보호자는●청원을●하였다는●이유로●불리한●처우를●받지●아니한다.

●●●●● 또한●보호외국인은●청원을●하였다는●이유로●피해를●받아서는●안●됩니다.●공무원이●청원을●못하게●

막는다면●이●사실에●대해●아래●제7항에●따른●진정을●할●수●있습니다.●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 보호소에서의●처우가●인권을●침해한다고●생각되면●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제기할●수●있습니다.●

진정서를●작성하여●복도에●있는●진정함에●넣거나●아래의●주소를●적어●우편으로●보낼●수●있습니다.●

이때●진정서가●제대로●접수되었는지●확인하기●위해●‘접수증명원’을●달라고●요청할●수●있는데,●‘접수

증명원’이란●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서가●제대로●도착했다는●것을●증명하는●영수증●같은●것입니다.●

●●●●● 이밖에●관련●서류들이●오면●바로●전달해●달라고●할●수●있습니다.●위원회●관계자와●면담을●하게●될●

때에는●보호소●직원이●면담에●참여하거나●내용을●듣지●못하도록●요구할●수●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진정권●보장)●①●시설수용자가●위원회에●진정하려고●하면●그●시설에●소속된●공무원●또는●

직원(이하●"소속공무원등"이라●한다)은●그●사람에게●즉시●진정서●작성에●필요한●시간과●장소●및●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②●시설수용자가●위원●또는●위원회●소속●직원●앞에서●진정하기를●원하는●경우●소속공무원등은●즉시●그●뜻을●위원회에●

통지하여야●한다.

③●소속공무원등은●제1항에●따라●시설수용자가●작성한●진정서를●즉시●위원회에●보내고●위원회로부터●접수증명원을●

받아●이를●진정인에게●내주어야●한다.●제2항의●통지에●대한●위원회의●확인서●및●면담일정서는●발급받는●즉시●진정을●

원하는●시설수용자에게●내주어야●한다.

④●제2항에●따라●통지를●받은●경우●또는●시설수용자가●진정을●원한다고●믿을●만한●상당한●근거가●있는●경우●위원회는●

위원●또는●소속●직원으로●하여금●구금·보호시설을●방문하게●하여●진정을●원하는●시설수용자로부터●구술●또는●

서면으로●진정을●접수하게●하여야●한다.●이때●진정을●접수한●위원●또는●소속●직원은●즉시●접수증명원을●작성하여●

진정인에게●내주어야●한다.

⑧●보호외국인의●면회●횟수는●1일●2회로●한다.●다만,●소장은●보호시설의●안전과●질서유지에●지장을●주지●아니하고●면회●

횟수의●증가가●부득이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면회●횟수를●늘릴●수●있다.

●●●●● 다만●아래와●같이●외국인보호규칙●제33조●제10항에●해당하는●이유가●있을●때에는●면회를●못할●수

도●있습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33조(일반면회)●

⑩●소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면회를●제한할●수●있다.

1.●특별●계호●등으로●독방에●격리●중인●자가●보호소의●안전과●질서를●해칠●현저한●우려가●있을●때

2.●보호외국인이●면회를●거부하였을●때

3.●면회신청인이●제2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면회를●신청한●경우,●그●신청의●보정이●가능하다고●판단하여●

보정요청을●하였음에도●보정하지●아니하였을●때

4.●화재,●보호외국인의●집단난동,●보호시설●안팎에서의●시위나●유형력(有形力)●행사●등●긴급사태로●인하여●소장이●

보호시설의●안전과●질서유지를●위하여●모든●면회를●중지하기로●하였을●때

5.●그●밖에●보호시설의●안전·질서유지나●보호외국인의●안전·건강·위생을●위하여●부득이하다고●인정될●때

●●●●● 만일●위의●이유에●해당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외국인보호소장이●면회를●거부한다면,●위●조항을●보

여주며●면회를●요구할●수●있고,●아래●제6,●7항에●따른●청원●등을●할●수도●있습니다.

6. 청원하기

●●●●● 보호소에서●불합리한●처우를●겪었다면●법무부장관이나●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청원을●할●수●있습

니다.●‘불합리한●처우’란●종교●활동을●못하게●하거나,●식사를●잘●주지●않거나,●이유●없이●면회를●못

하게●하는●등의●행위를●말합니다.●그리고●‘청원’은●보호소의●처우가●부당하다고●생각될●경우에,●그

것을●개선해●달라고●요청하는●것입니다.●

●●●●● 청원은●서면으로●작성하여●내용물이●안●보이도록●막은●후●복도에●있는●청원함에●넣거나,●담당●공무

원에게●제출하면●됩니다.●만일●법무부장관이●아니라●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청원하는●경우에는●

말로도●청원할●수●있습니다.



27외국인을 위한 보호 절차 매뉴얼 26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생활규칙●등●알리기)●①●소장은●보호시설의●생활규칙●및●보호외국인의●권리구제방법●등에●관한●사항을●해당●

외국인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미리●알려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알림사항은●한국어·영어·중국어(이하●"영어등"이라●한다)로●작성하여●보호외국인이●잘●볼●수●있는●

곳에●게시하여야●한다.●다만,●영어등을●이해하지●못하는●보호외국인이●원하는●경우에는●통역하여●게시●내용을●알려●

주어야●한다.

제30조(고충상담)●①●소장은●법●제56조의8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청원●사유가●아닌●보호외국인의●고충사항에●

대해서는●법무부장관이●정하는●외국인●고충상담에●관한●구체적●사항과●절차에●따라●처리할●수●있다.

●●●●● 만약●임금●체불,●범죄●피해●등을●당했다고●이야기했는데도●별다른●조치가●취해지지●않는다면,●빠른●

시일●내에●보호소●밖에●있는●가족이나●친구,●인권●단체●또는●변호사에게●연락하여●도움을●요청하세

요.

●●●●● 한편●난민으로●인정될●사유가●있다면●보호소●안에서도●난민●신청을●할●수●있습니다.●난민●심사●기간●

동안에는●‘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및●출입국관리법에●의하여●강제퇴거를●당하지●않습니다.●그러

나●난민●신청을●하였다고●해서●바로●보호소●밖으로●나올●수●있는●것은●아닙니다.●난민●신청을●하고●

싶다면,●보호소●직원에게●절차에●대해●문의하세요.●

⑤●제4항에●따른●위원●또는●소속●직원의●구금·보호시설의●방문●및●진정의●접수에●관하여는●제24조제3항●및●제4항을●

준용한다.

⑥●시설에●수용되어●있는●진정인(진정을●하려는●사람을●포함한다)과●위원●또는●위원회●소속●직원의●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직원이●참여하거나●그●내용을●듣거나●녹취하지●못한다.●다만,●보이는●거리에서●시설수용자를●

감시할●수●있다.

⑦●소속공무원등은●시설수용자가●위원회에●제출할●목적으로●작성한●진정서●또는●서면을●열람할●수●없다.

●●●●● 좀●더●구체적인●진정●접수●방법을●알고●싶다면●국가인권위원회에●전화하여●상담을●받을●수●있습니

다.●전화번호와●주소는●매뉴얼의●맨●뒤●부록에서●확인하세요.●

8. 이의신청, 면회, 청원 절차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 외국인보호소●안에서는●보호에●대한●이의신청,●면회,●청원●절차●안내문을●잘●보이는●곳에●게시하여

야●합니다.

●●●●● 따라서●이의신청,●면회,●청원●등을●어떻게●해야●하는지●모를●경우,●보호소●직원에게●안내문이●어디

에●있는지●물어볼●수●있습니다.●만약●안내문이●없다면●아래●조항을●이유로●안내문을●게시해●달라고●

요구할●수●있습니다.●안내문이●있지만●그●내용을●이해할●수●없다면,●통역을●요청할●수●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9(이의신청●절차●등의●게시)●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제55조에●따른●보호에●대한●이의신청,●

제56조의6에●따른●면회등●및●제56조의8에●따른●청원에●관한●절차를●보호시설●안의●잘●보이는●곳에●게시하여야●한다.●

9.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고충상담관에게 말하세요.

●●●●● 한국에서●일했지만●사업주로부터●월급을●받지●못했거나,●폭행●등의●피해를●입었음에도●법적으로●해

결하지●못하고●보호소에●가게●된●경우가●있습니다.●그렇다면●보호소●내에●있는●‘고충상담관’이나●다

른●보호소●직원에게●문제를●해결할●수●있게●도와달라고●요청할●수●있습니다.

●●●●● 이러한●내용은●보호소●내에●게시되어●있어야●하며,●그●내용을●자세히●알고●싶다면●통역을●요구할●수●

있습니다.



[부록 1] 보호명령서

[부록 2] 긴급보호명령서

[부록 3] 심사결정서

[부록 4]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부록 5] 출국명령서

[부록 6] 강제퇴거명령서

[부록 7]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록 8] 보호통지서

[부록 9]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록 10] 보호일시해제청구서

다음은 여러분이 출입국 공무원으로부터 발급받거나 혹은 작성해야 할 수도 있는 문서들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 반드시 문서의 내용을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문서와 관련하여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부록 1 
문서서식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개정 2016. 9. 29.>

                                                                      번호(No.) :

보호명령서

(DETENTION ORDER)

보호 대상자

(Person upon 

whom the Order 

is issued)

성명 (Full name)

성별 (Sex) 남 Male[  ]  여 Femal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직업 (Occupation)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위 사람을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할 것을 명합

니다. 보호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ursuant to Article 51, Article 63 of the Immigration Act,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hereby ordered to be detained as specified below. A person detained or his/her lawyer, legal 

representative, spouse, lineal relative, sibling or family member on his/her behalf, may file an 

objection against the detention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보호의 사유

(Reason for Detention)

보호 장소

(Place of Detention)

보호 기간

(Period of Detention)

                    부터                까지

                      (from)                  (to)

비 고

(Remarks)
                

    
                                              년      월      일

                                  Date        (year)   (month)   (day)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인

                           CHIEF, ○○IMMIGRATION OFFICE

                                                    집행자 :                    (서명 또는 인)

                                          Enforcement officer :                 (signature or seal)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개정 2016. 9. 29.>

                                                                      번호(No.) :

긴급보호서

(IMMEDIATE DETENTION ORDER)

보호 대상자

(Person upon 

whom the Order

is issued)

성명 (Full name)

성별 (Sex) 남 Male[  ]  여 Femal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위 사람을 「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보호할 것을 명합니

다.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ordered to be detained immediately as specified 

below, pursuant to the paragraph 3 of Article 51 of the Immigration Act.

긴급보호의 사유

(Reason for 

immediate 

detention)

긴급보호 장소

(Place of 

immediate 

detention)
긴급보호 기간

(Period of 

immediate 

detention)

                    부터                까지

                      (from)                    (to)

비 고

(Remarks)
                

                                              년      월      일

                                  Date        (year)   (month)   (day)     

         
출입국관리공무원 :

(Immigration Officer)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부록●1] [부록●2]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09호서식] <개정 2016. 9. 29.>

심사결정서

용의자

성명

성별 남 [  ]  여 [  ]

생년월일

국적

대한민국 내 주소

위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주문

사실 및 이유

적용 법조                  

비고

                

년     월     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인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42호서식] <개정 2016. 9. 29.> 사건번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용의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또는 사업자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성별  남[ ]  여[ ]

직업 연락처 

대한민국 내 주소(법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용의사실

체류자격 입국일자 입국목적

위반법조 

위반기간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00년 00개월 00일)  

과거 범법사
실

0 회
위반사실 시인여

부
시인[ ]  부인[ ]

위반내용

  위의 내용을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며(읽어 주었으며) 오기나 증감 또는 변경할 것이 전

혀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날인)하게 하다.

                                        년    월    일       진술자                     (서명 또는 인)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출입국관리주사(보)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서기(보)                 (서명 또는 인)

처분사항

주문 

이유 

적용 법조 

범칙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통고처분 연월일 통고처분 번호 

  위와 같이                            를(을) 받았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사건번호

결재

소  장

국  장
접수일자

과   장

담 당 자 실(팀)장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부록●3] [부록●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개정 2014.10.29.>

출 국 명 령 서
DEPARTURE ORDER

     Date     .    .    .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    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 별           [ ] 남   [ ] 여
Sex            [ ] M   [ ] F

국적
Nationality

직 업
Occupation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위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명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1) of the Immigration Act, the person above is order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Chief of _________ Immigration Office.

1. 출국명령 이유(적용 법규정)

   Reason for Order(Applicable Provision)                                                        

2. 출국기한

    Deadline for Departure                                                                    

3. 주거제한

    Restriction on Residence                                                                   

4. 기타 필요한 조건

    The Others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인

CHIEF, ○○IMMIGRATION OFFIC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0호서식] <개정 2014.10.29.>

강제퇴거명령서
DEPORTATION ORDER

     Date     .    .    .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    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 별           [ ] 남   [ ] 여
Sex            [ ] M    [ ] F

국적
Nationality

직 업
Occupation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위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를 명합니

다.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46 of the Immigration Act, the person above is subject to removal 

through the Deportation Order issued by the Chief of ________ Immigration Office. The person who 

has the deportation order  may appeal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7days from the date of recei

ving the order.

1. 강제퇴거 이유(적용 법규정)

    Reason for Deportation(Applicable Provision)                                                   

2. 집행방법

    Mode of Execution                                                                      

3. 송환국

    Country of Repatriation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인

CHIEF, ○○IMMIGRATION OFFICE

집행결과
Result of Execution

집행자
Executing Official

서명
Signatur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록●5] [부록●6]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1호서식] <개정 2016. 9. 29.>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WRITTEN OBJECTION AGAINST DEPORTATION ORDER)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신청인

(Applicant)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 ]남 male   [ ]여 Female

국적 (Nationality)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연락처 (Phone No.) :                     )

이의신청 사유

(Reasons for

objection)

※ 별지 작성 가능 You may write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소명자료(첨부)

(Attachment: 

Supporting

documents)

   나는      년    월    일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

로 「출입국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이의신청합

니다.

    I have an objection against the Deportation Order issued by the Chief of Immigration Office 

on       .       .      . Accordingly, I hereby file an objection with supporting documents 

attached, pursuant to Article 60(1) of the Immigration Act.

                                                                         년          월         일

                                                       Date              (Year)        (Month)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법 무 부 장 관

TO: Minister of Justice
귀하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개정 2016. 9. 29.>

                                                                      번호(No.) :

보호통지서
(DETENTION NOTICE)

                귀하

To : 

보호 대상자

(Person to whom 

the Notice 

relates)

성명 (Full name)

성별 (Sex)  남 Male[  ]  여 Femal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위 사람은      년   월   일 「출입국관리법」 

(
제51조
제63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It is hereby notified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detained as specified below, pursuant 

to

  Article( 51
63 ) of the Immigration Act.

보호의 사유

(Reason for 

Detention)

보호 장소

(Place of 

Detention)
보호 기간

(Period of 

Detention)

                    부터                까지

                      from                   to

<참고> 

보호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

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Note>

The person detained, or his/her lawyer, legal representative, spouse, lineal relative, sibling, or 

family member on his/her behalf, may file an objection against the detention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년        월       일

                                  Date      (year)    (month)   (day)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인

                   CHIEF, ○○IMMIGRATION OFFICE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부록●7] [부록●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13.1.1>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서
WRITTEN OBJECTION AGAINST DETENTION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15일
015days

신청인

Applicant

성    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 별           [ ] 남   [ ] 여
Gender        [ ] M   [ ] F

국 적
Nationality

대한민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
(Telephone:                         )

   

      나는      년   월   일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보호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출입국

관리법」 제55조에 따라 이의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이의신청합니다.

    Since I have an objection against the detention order to the under mentioned person as of 

made by the Chief of Immigration Office, I hereby file an objection together with the written 

statement of reason for the objection pursuant to Article 55 of the Immigration Law.

년         월         일

(Year)       (Month)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법 무 부 장 관
TO: The Minister of Justice

귀하

첨부서류
소명자료 

Attachment: Supporting documents

수수료 

없 음

Fee: Non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개정 2013.1.1>

보호일시해제청구서
APPLICATION FOR PERMISSION OF TEMPORARY RELEAS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피보호자
Detainee

1. 성 명                                   성 별
   Name in Full                            Sex

2. 생년월일                               3. 국 적
   Date of Birth                             Nationality

4. 대한민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5. 직 업
   Occupation

보호명령서
Detention Order

명령서발부일자
Date of Issue

명령서번호
No. of the Order

청 구 사 유
Reason for Application

붙 임 서 류
Documents Attached

    위 사람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hereby apply for permission of temporary release of the above- mentioned person.

  신 청 인 
  Applicant

국 적
Nationality
성 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 소
Address in Korea
관 계
Relationship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출장소
    To: Chief, ○○ Immigration Office

  공용란  For official

  비 고
  Remarks

처 리 과

결

재

가ㆍ부

담 당 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록●9] [부록●10]



다음은 대한민국 내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단체의 연락처입니다. 매뉴얼을 보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또는 다음 해당하는 단체에 연락해보세요.

 부록 2 
연락처



매뉴얼 작성 단체

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감사와●동행)

Tel. 02-537-5459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Tel. (국번없이)●132

이주여성 상담

다누리콜센터:●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상담,●긴급지원●등●

Tel. 1577-1366

난민 관련 상담

유엔난민기구

Tel. 02-773-7003

상담시간●●평일●9:30●~●17:00●(점심시간●12:00●~●13:00●제외)

e-mail●●info@unhcr.or.kr

인권 침해 관련 상담

국가인권위원회

Tel. (국번없이)●1331

상담시간●●평일●9:00●~●18:00

다국어 종합 상담

서울글로벌센터

Tel. 02-2075-4180

상담시간●●평일●9:00●~18: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410호

gamdong318@gmail.com  ㅣ  gamdong318.blog.me

외국인을 위한 보호절차 매뉴얼은 법무법인(유) 한결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