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 절차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서, 캐나다에 있는 사람은 협약 난민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지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협약 난민들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특정

한 사회 집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들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

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만약 그들의 국적 국가 또는 거

주 국가로 돌아갔을 경우에, 고문과 생명의 위협 또는 잔

인하고 비상식적인 대우와 징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

는 사람들입니다.  

지정된 출신 국가 

신청자는 지정된 출신 국가(DCO)에 따라 개인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국가로부터 온 난민 신청자들은 DCO 국

가의 신청자들을 위한 처리 일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하의 나라가 DCO 목록에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귀하의 나라가 목록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http://www.cic.gc.ca/english/refugees/reform-safe.asp 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 퍼스트 컨택트 프로그램에 연락해 주시면 봉사자가 귀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정부 기관들 

아래의 세 정부 기관들은 귀하의 난민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귀하의 주소 또는 전화

번호가 바뀐다면, 반드시 귀하가 직접 새로운 정보를 각 기관에 따로 연락 해야 합니다.  

이민 및 난민위원회-난민보호부

(IRB-RPD) 

 귀하의 기본 신청서 양식

(BOC)을 검토합니다. 

 귀하에 대한 난민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귀하의 난민 신청에 대한 승

인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연락처:  

Library Square, 16th Floor 
30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C   V6B 6C9 

 
Phone: 604-666-5946 or 1-866-

787-7472 
Fax: 604-666-3043 

Website: www.irb-cisr.gc.ca  

캐나다 이민국(IRCC) 

 귀하가 캐나다 국내에서 난

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를 결정합니다.  

 취업비자와 임시연방건강보

험(IFH)을 처리합니다.    
 
 

 

 
 

 
 

 

 

연락처:  

1148 Hornby Street 

Vancouver, BC  V6Z 2C3 
 

Phone: 1-888-242-2100 

Website: www.cic.gc.ca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귀하가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를 입국항에서 결정합니다.  

 캐나다 국경을 관리합니다.  

 난민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

을 때에 귀하가 캐나다를 떠나도록 조

치합니다.  

 귀하에 대해서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위

험한 인물일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

는 캐나다 이민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귀하를 구금할 

권리를 가집니다.  

연락처:  

Library Square, 7th Floor 

30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C V6B 6C9 

Phone: 1-800-461-9999 
Website: www.cbsa.asfc.gc.ca  

질문이 있으면 적십자로 전화하십시오: 604-787-8858 or 1-866-771-8858 

http://www.cic.gc.ca/english/refugees/reform-safe.asp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 절차  

캐나다에는 난민 신청을 위한 두 가지의 처리 일정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해당되는 처리 일정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국경관리국이 관할하는 입국항(내륙 국경 검

문소, 공항 또는 항구)에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나는 캐나다 국내에서 캐나다 이민국(IRCC)을 통

해서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는, 나는 캐나다 

이민국을 통해서 난민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0 일 

 입국항에서 난민신청 가능 여부 인터뷰를 완료하십시오. 

 만약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면, 귀하는 다음의 것들을 받게 

됩니다.  

 기본 난민 신청서(BOC): 이민 및 난민위원회 사무소에 15일 

안에 제출해야 함.  

 난민 청문회 날짜(만일 귀하가 지정된 출신 국가(DCO)로부

터 왔다면 45일 이내에 그리고 다른 국가로부터 왔다면 60

일 이내) 

15일 

기본난민신청서를 이민 및 난민위원회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45일(DCO) 또는 60일(Non DCO) 

이민 및 난민위원회에서 난민 청문회 

귀하의 난민 청문회 10일 이전 

이민 및 난민위원회에  귀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십시오 

0 일 

캐나다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http://www.cic.gc.ca/english/refugees/inside/apply-how.asp 

에서 난민 신청서를 다운 받으십시오.  

귀하가 난민 신청서류들을 작성하는 것과 난민신청절차의 모든 과정을 도와 줄 수 법적 대리인을 찾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퍼스트 컨택트에 전화하시면 봉사자가 귀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난민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른 아침(오전 10시 이전)에 도착하시고, 만약 귀하가 영어 또

는 프랑스어를 말할 수 없다면 통역사와 함께 가십시오. 귀하의 

신청서가 검토될 것이며 자격 심사 면접을 위한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자격 심사 면접에 출석하십시오. 만일 귀하가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면, 지정된 출신국가(DCO)의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그리고 비 지정된 출신 국가(Non DCO)의 신청자는 60이 

이내에 난민 청문회 날짜를 받게 됩니다.  

30일(DCO) 또는 60일(Non DCO) 

이민 및 난민 위원회에서 난민 청문회 

난민 신청서가 접수됨 

 장관이 15일 이내에 귀하의 결정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는 경

우에, 귀하는 캐나다 이민국(IRCC)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만일 귀하가 지정된 국가(DCO)의 외국인이라면, 귀하는 영주

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난민 신청서가 기각됨 

 법률 지원을 구하십시오.    

 15일 이내에 난민항소부(RAD)에 신청하십시오.  

 추방 전 제고심사(PRRA)를 신청하십시오. 

 인도주의적 정상참작을 신청하십시오.  

질문이 있으면 적십자로 전화하십시오: 604-787-8858 or 1-866-771-8858 

http://www.cic.gc.ca/english/refugees/inside/apply-how.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