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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출입국
사증 및 체류 기간

◎ 공관원 및 동반가족은 부임하기 전에 알맞은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하여야 한다.

․ 파견국

정부가 한국과 체결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한 공관원 및 동반가족은 협정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A-1, A-2, A-3)을 신청하여야
한다.

․ 법령에서

정한 동반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방문동거(F-1)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동반가족의 범위 : ①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② 미성년(만 19세 미만)인
미혼 동거자녀 ③ 대학 이상의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
나 연구를 하려는 26세 이하의 미혼 동거자녀 ④ 본인이나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
⑤ 성년(만 19세 이상)의 미혼 동거자녀로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A-1, A-2, A-3 사증을 발급

받은 공관원은 재임 기간 중 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대한민국을 출입국할 수 있다.

◎ 공관원의 개인 사용인으로서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전에 사증 F-1 (1년
이하의 단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및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서, 주한외국공관 발행 협조공문, 고용

계약서, 외교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에서 신생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증발급
신청서, 출생증명서(공관 및 병원발행) 및 여권을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제출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 Tel. 1345
2.

출입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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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상주 공관원은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 설치된 외교관 전용부스를
통해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외교관 부스 이용 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및 외교관 신분증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공항귀빈실

◎ 국제공항 귀빈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외교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인천공항 의전팀 Tel. 032-741-2411~2412
◎ 주한 외국공관장 및 국제기구대표가 귀빈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교부로 사용예정일 최소 1주일 전까지 외교공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외교공한 수신처 : 외교사절담당관실(이‧부임 시), 관련 지역과(그 외 공무)

․동

공한에는 여행목적, 일시, 항공편, 동반가족, 수행원이 명시

되어야 하며 여행목적이 공무일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 공관장의 동반가족은 공관장을 동반할 때에만 귀빈실 사용이 가능하다.

◎ 외국정부의 장관 이상 인사에 대해서는 귀빈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예정일 최소 1주일 전까지 외교부(수신처: 관련 지역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 동 공한에는 귀빈의 인적사항, 방문목적, 일시 및 항공편, 수행원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귀빈실 사용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입국 수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주한 외국 공관장 및 국제기구대표는 이·부임 시에만 상기와 같은
대리 출입국 수속이 가능하며, 여타 경우는 귀빈실 사용만이 허가
될 수 있다.

◎ 국내 공항 귀빈실 사용은 국제공항 귀빈실 사용에 준한다.
4.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CIQ

Area)

- 2 -

출입

◎ 주한 외국공관의 장, 국제기구 대표, 총영사 및 주한공관의 의전담당
직원 1인에게는 정규 출입증이 발급되며, 별도 절차를 밟지 않고
인천 국제공항 보호구역(출입국 심사장, 보세구역 및 검역구역)을 출입
할 수 있다.

◎ 주한 외국공관당 최대 2개의 정규 공항출입증이 발행된다. 주한공관은
공항출입증 발급을 위해 DIPLONET 시스템(업무지원→국제공항보호구역)
에 신청인의 여권 사본 및 외교관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외교공한으로 외교부(수신처 : 외교사절담당관실)에 요청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한국어) 및 사전보안교육(영어)을 완료해야 발급이 가능
한바, 외교공한 송부 시 휴대폰(본인 또는 한국인 직원) 번호 기재 필요
☞ 상세사항: DIPLONET→업무지원(Help Desk)→공지사항(Notice) 82번 참고

◎ 출입증 발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방문하기 전, 다음의 절차를 완료
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 외교부에서 CIQ Pass 시스템을 통하여 출입증 신청 등록 →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한국어) 및 사전보안교육(영어) 안내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사전보안교육 완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소속은 외교부로 설정

◎ 출입증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입증 발급소에서 발급한다. (동 발급소
에서 사진촬영과 공항출입증 이용 안내)

※ 인천공항 출입증발급소 Tel. 032-741-2560/2561
- 발급비용 : 2만원

◎ 공관은

공관장 및 의전담당 직원의 임기 만료 시 공항출입증을

외교부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임자의 신규출입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 또한,

출입증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출입증 발행이

취소되며, 해당공관에 신규출입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 공관은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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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공한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공관장 및 상기 의전담당 직원 이외의 직원은 자국의 고위급 인사

방한시 인천공항의전실(Tel. 032-741-2411)에 신청서와 외교부 발행
신분증을 제출하면 2명의 한도 내에서 임시출입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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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

통관 및 검역

관세 및 관련조세 면제

◎ 관세 면제
․ 공관의 공용물품 및 공관원(외교관, 직업 영사관원 및 국제기구

고위직원)이 개인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 공·사용으로 수입된 물품량이 관계 당국에 의해 공관 및 공관원의
수요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한국 국적자가 아닌 외교공관의 행정·기능직원, 영사기관의 사무
직원 및 국제기구 일반직원의 경우 부임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용
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 수입물품에 대한 관련조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 등 수입물품에 부과

되는 일부 조세가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면제될 수 있다.

2

면세통관

◎ 탁송화물 및 국제소포
․ 공관은 면세통관을

위해 DIPLONET 시스템에서 면세통관신청

서를 작성하고, 수입증빙서류를 스캔 후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DIPLONET 시스템상에 승인 여
부를 확인하여 승인된 경우, 대사관에서 승인서를 직접 출력한
다.
※ 필요서류: 1) 탁송화물인 경우 선하 증권 및 송장, Packing List 2) 국제소포
인 경우 입회통관안내서 사본
※ DIPLONET→면세통관→신청서 작성→ 2),3) 서류 첨부 등록 → 외교부에
서 승인 → 공관에서 승인서 출력
※ 주류 구입 통관시 : 면세통관신청서 및 외교부 주류구입추천서 각 1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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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증권 및 송장, Packing List 1부 포함)를 통관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세사항: DIPLONET→업무지원(Help Desk)→공지사항(Notice) 65번 참고

․ 공관은 외교부로부터 승인받은 면세통관신청서 1부 및 수입증빙
서류 원본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혹은 비특권자가 공관원의 개인용

물품 또는 공관의 공용물품을 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공관의
공용물품 또는 공관원의 개인용 물품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외교
공한을 면세통관신청서에 첨부하여 외교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외교부의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면세통관신청서 접수 후 약

1~2일이며, 사안에 따라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공관원은

외교부에 부임 통보된 이후에만 개인용 물품에 대한

면세 통관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신분증 미발급 상태에서 이삿짐 통관 요청
- 면세통관 신청시 성명, 직위 등이 포함된 외교노트 첨부
- 신청서 작성시 Official 용도로 신청

․ 탁송화물의

수취공관 주소 및 명의는 세관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관원은 외교 혹은 영사 물품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수하물
․ 외교관은

외교관 전용 세관 검색대에 외교관 여권 및 외교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면세 신고 후 통관한다.

․ 면세 신고 후 통관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세관에 유치되는 물품은
외교부의 승인을 받은 면세통관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면세
통관된다.

․ 외교관의 개인수하물은 검색으로부터 면제되나, 대한민국의 법령상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검역규정에 의하여 통제된 물품을 포함
하고 있다고 추정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교관이나
그가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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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출 입 금지품목

◎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
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4.

서명 및 관인견본

◎ 공관은 ‘DIPLONET 직인 및 서명 등록신청서‘ 를 작성하여 외교

부에 공한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서명권자 변동 시 즉시 외교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상세사항 : DIPLONET→업무지원(Help Desk)→공지사항(Notice) 81번 참고

◎ 차량관련서류

및 면세관련서류는 확인 서명권자에 의해서만 서명

되어야 하며, 공관의 서명권자는 공관규모에 따라 3인 이내에서 허용된다.

◎ 비서명권자가 서명한 신청서는 무효이며, 당해 공관에 반송된다.
5.

동식물 검역

◎ 공관의 공용 또는 공관원의 개인용으로 반입되는 동·식물은 대한민국
관련 법규에 따라 검역 후 통관되며, 검역규정상 통제품목은 반입이
금지된다.

◎ 상기

관련, 상세한 자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Tel. 032-740-2660~2 홈페이지 주소 : http://www.qia.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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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

·

특권 면제자의 범위

공관

◎ 동 가이드에서「공관」이라 함은「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의 주한 외교공관,「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의 주한
영사기관 및 주한 국제기구 대표사무소를 지칭한다.

◎ 주한 EU대표부는 한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공관의 지위를 가진다.
2.

공관원

◎ 공관원이라 함은「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의 외교 공관원
(외교관, 행정·기능 직원과 노무직원),「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의 영사기관원(영사관원, 사무직원과 업무직원) 및 국제기구대표
사무소 직원(고위직원과 일반직원)으로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자를
말한다.

․ 외교관 및 영사관원은 원칙적으로 파견국 국적자여야 한다.
․ 국제기구 대표사무소의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적 제한이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일 경우 임무수행 중 행해진 공적행위에
대해서만 특권면제가 부여된다.

※ 주한공관원의 재판관할권 면제 범위
구분
외교관 및 동반가족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기구

행정기능직원 및
동반가족
노무직원
영사
사무직원
P-5 이상
P-4 이하

형사

민사⋅행정

절대적 면제

절대적 면제
※ (예외)

절대적 면제

직무상 면제

직무상 면제
직무상 면제
직무상 면제
직무상 면제
※ (예외)
직무상 면제

직무상 면제
직무상 면제
직무상 면제
직무상 면제
※ (예외)
직무상 면제

※ 국제기구 SG, DSG, USG, ASG급 공무원은 UN 특권면제협약상 외교관과 동일한
절대적 특권면제 향유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조)

- 8 -

◎ 공관원의 지위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인정된다.
구분
외교관
외교공관의
행정 기능직원
및 노무직원
영사관원
영사기관의
사무직원
및 업무직원
국제기구
고위직원
국제기구
일반직원
-

·

3.

구비 요건
외교관 여권 소지
A-1 사증 보유
외교관으로서의 직책 보유
full-time으로 외교 직무 수행
영리적인 사적 활동 금지
관용여권 소지
A-2 사증 보유
외교공관에서 full-time으로 근무
영리적인 사적 활동 금지
외교관 여권 소지
A-1 사증 보유
영사관할구역에서 거주하면서 full-time으로 영사직무 수행
영리적인 사적 활동 금지
관용여권 소지
A-2 사증 보유
직업 영사기관에서 full-time으로 근무
영리적인 사적 활동 금지
국제연합 통행증 또는 외국정부의 유효한 여권소지
A-2 사증 보유
대표 또는 P-5 이상의 직급 보유
full-time으로 국제기구의 임무수행
영리적인 사적 활동 금지
외국정부의 유효한 여권소지
A-2 사증 보유
P-4 이하의 직급 보유
full-time으로 국제기구대표 사무소의 업무수행
영리적인 사적 활동 금지

공관원의 동반가족

◎ 공관원의 동반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 만 19세 미만의 미혼 동거자녀
․ 만 19세 이상 26세 이하의 미혼 동거자녀로 대한민국 내 대학․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에 full-time으로 재학 중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만 19세
이상의 미혼 동거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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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

신분증

종류 및 발급대상
신분증 종류

발급대상

D

- 주한 외교공관의 공관장 및 외교직원
- 상기 해당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한 동반가족(14세
미만은 제외)

C

- 주한 영사기관장 및 영사관원
- 상기 해당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한 동반가족
(14세 미만은 제외)
단, 상기 해당자가 명예영사관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에
대하여서만 H 신분증을 발급하며, 명예영사관원이 한
국인일 경우에는 본인에게만 신분증을 발급한다.

I

- 국제기구 본부에 의하여 임명된 주한 대표사무소 고위직원
- 상기 해당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한 동반가족(14세
미만은 제외)

A

※

-

주한 외교공관의 행정 기능직원 및 노무직원
주한 영사기관의 사무직원 및 업무직원
주한 국제기구 대표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원
상기 해당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한 동반가족
(14세 미만은 제외)

·

B

2.

◎

- 한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 등에 의거하여 특권 면제를 부여
받는 자
- 상기 해당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한 동반가족
(14세 미만은 제외)
- 기타 신분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발급절차
신분증 신규발급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를 외교부(수신처 : 외교
사절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신분증 발급 요청 공한(발급대상자의 성명, 직위, 임기를 명기하고,
동반가족의 경우, 성명, 직원과의 관계를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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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공한에는 신청인이 과거 공관원의 후임인지의 여부 혹은

공관원 증원인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후임인 경우 선임자의
성명과 직책을 포함해야 한다.

․ 신분증 발급신청서 1매(DIPLONET상에서 다운로드)
- 특히 경력란은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신청인 천연색 사진 1매(2.5㎝×3.0㎝)

- 단,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으로 1매는

신청서에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인 여권사본(여권종류, 여권번호, 성명, 사진, 유효기간, 입국
사증 등, 체류자격 확인이 가능한 것)

- 필요한 경우, 외교부는 신청인의 신분과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

신분증 기간연장 승진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규발급 신청과
동일하되, 구 신분증을 동봉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 신분증
동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신분증 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은 구신분증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신분증 분실․도난․훼손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규발급 신청과
동일하되,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분실, 도난의 경우 경찰서의 분실신고 확인서
․ 훼손된 경우 훼손된 신분증

◎ 동반가족 신분증만 단독으로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규발급 신청과
동일하되, 공관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공한에는 공관원의 성명 및 직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 신분증은 관련 서류가 모두 구비된 날로부터

통상 2주 이후 발급

된다.

․ DIPLONET 상의 상태를 확인(‘승인(Approval)’) 후, 외교부 청사
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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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이

분실, 도난, 훼손되었거나 신분증상의 기재 사항이 변경
되었을 경우 공관원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재발급 요청 공한(재발급 신청 사유 명기)
․ 분실, 도난의 경우 경찰신고 확인서
․ 훼손된 경우 훼손된 신분증
․ 신분증 발급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신규 발급 시와 동일한 요령
으로 제출)

◎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나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다시 찾은
경우 이를 즉시 외교부로 반납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및 반납

◎ 신분증의 유효기간
․ 신분증은 최장 3년간 유효하며 만료일 이후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 신분증은 만료일 이전이더라도 소지자의 한국에서의 임무가 종료
되거나 그 지위를 상실할 때 무효가 된다.

․ 동반가족에게 발급된 신분증은 동반 가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
하거나 영구히 출국할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단, 공관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그의 동반가족에게 발급된 신분증은 동인들이
출국하기까지 필요한 상당 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신분증의 반납
․ 신분증 반납

시에는 반납사유(이임, 재발급, 분실, 훼손 등)를

명시한 공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신분증은 상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한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외교부에 반납되어야 한다.

․ 효력을

상실한 신분증의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납 불가

․ 미반납

신분증에 대한 반납 불가 사유를 공한으로 제출하지

사유를 공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니한 공관에 대하여는 신분증 관련 업무가 중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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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등록면제

◎ 외국인으로서 외교부의 신분증 발급 대상자가 아닌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체류자격

A-1, A-2, A-3에 해당하고 외교부로부터 신분증을 발급

받을 경우 외국인 등록의무로부터 면제된다.

․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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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

.

체류자격외 활동 및 자녀교육

체류자격외 활동

◎ 대한민국

정부는 사안별로 관련 국내 규정에 따라 공관원 가족의
취업을 허가한다.

◎ 공관원

가족의 취업허가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되,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제도의 허가대상자, 허가직종 및 허가절차 등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한다.

◎ 허가직종

․ 외국어강의(E-2) ․ 문화활동 관련(D-1, E-6)
․ 외국인 학교 교사 및 특정활동(E-7)
․ 종교(D-6)

․ 교수(E-1)
․ 연구(E-3)

◎ 허가신청절차
․ 공관은 공한과 함께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면 외교부가 출입국관련사무소에 추천한다.

․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로 상이하며, 각 비자 유형에 따른 구비 서류
확인은 법무부의 「출입국/체류 안내」(www.hikorea.go.kr)를 참고하여
제출한다.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양식 비치)

-

취업 희망자의 이력서

-

취업 희망자와 공관원의 여권사본(사진, 개인 인적사항, 사증
확인 가능한 것)

-

취업 희망자와 공관원의 외교부 발행 신분증 사본

-

고용계약서(직책 및 급여, 고용계약기간, 근무조건 등 명시)

-

건강증명서,

범죄사실증명서,

졸업관련증명서(외국어

강사,

체류자격 E2에 해당하는 경우)
※ 국제기구에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취업허가에 대해서는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접촉하여야 한다. (외교부의 추천이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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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활동의 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허가기간 만료 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연장을 위한 공한 및 신청서를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관원

가족의 취업활동에 의한 소득은 대한민국 정부의 조세,

기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 동 취업과 관련한 법적문제 발생 시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
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2.

자녀교육

2-1.

국내학교

◎ 주한

공관원 또는 그 가족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대학 당국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2-2.

외국인학교

◎ 주한 공관원 가족은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으며,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당해 학교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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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1.

.

공관원 이 부임

공관장 부임

1-1.

아그레망

◎ 파견국 정부는 이력서를 첨부한 공한을 외교부(수신처 : 외교사절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신임 주한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을 요청한다.

◎ 아그레망이

부여되면 외교부는 이를 파견국에 통보한다. 아그레망

부여 사실은 파견국 주재 또는 제3국 주재 겸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도
통보된다 .
1-2.

신임대사 내정자 도착

◎ 해당

주한공관은 신임대사 내정자 부임 2주 전까지 도착 일정을

외교부(수신처 : 외교사절담당관실)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신임대사 내정자 도착 시 외교부 인천국제공항 연락실장이 공항에서
영접한다. 단, 평일 근무시간 중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도착하는 경우
에 한한다.

◎ 입국

시 공항 귀빈실 사용, 입국 대리수속 등의 주선은 공한으로

외교부에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 공한 발송 시에는 동반 가족 full name, 항공편, 도착시간, 이용차량번호, 연락처 등 기재

◎ 주한공관은 신임대사 내정자 및 그 가족의 교통편을 준비하여야 하며,
비상주공관의 경우는 의전 차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외교부에
서 교통편을 제공한다 .

◎ 신임대사 내정자는 도착 후 공한으로 의전장 예방 주선을 정식 요청하여
야 하며, 외교부는 예방 및 신임장 사본 제출 일시(날짜와 시간)를 신임
대사 내정자에게 통보한다.

◎ 비상주 주한 신임대사 내정자의 경우는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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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하여 상기사항을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신임장 사본 제출

◎ 신임대사

내정자는 의전장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과 전임대사의

소환장 사본을 의전장에게 제출한다. 동 계기 신임대사 내정자는
신임장 제정식 절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청취한다.

◎ 통상적으로

신임대사 내정자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에

공식적으로 직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후에는 신임장 제정 전이라도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는 여타 직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대통령 주최 행사 참석
․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예방
-

단, 정상회담, 본국 고위인사 방한 등 특별한 경우 해당 공관이
외교부에 신임대사 내정자의 배석 수행 등을 공식적으로 요
청하는 경우 , 외교부는 신임대사 내정자의 배석 수행을 승
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유관사례, 상호주의 적용 가능성 등
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당 공관에 외교부 입장을
공식 통보한다.

◎ 아울러, 신임대사 내정자는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기 전까지
공식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는 것이 권고된다.

1-4.

신임장 제정

◎ 신임장 제정 일시는 신임장 제정을 대기하는 신임대사 내정자가 최소

5~6인 이상이 될 때 결정하며, 신임장 제정 순서는 신임대사 내정자의 부임

일자 순서에 따른다.

◎ 신임장 제정식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거행하지 아니한다.

◎ 신임대사 내정자는 신임장 제정식 날짜에 대해 통보받는 즉시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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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 내 외교부에 하기 사항을 제출한다.

․ 대통령과 환담 시 희망언어
․ 신임장 제정 시 수행원 명단(가족 및 외교직원 중 4명까지 참석
가능) 및 관련 인적정보(성명, 직위, 연락처, 여권사본 등)

․ 복장(정장, 전통의상, 군복 등)
※ 장식류 포함 무기 소지 금지

․ 대통령 앞 전달 선물 유무 및 선물 관련 정보(사진 포함)
※ 단, 선물은 외교부를 통해 간접 전달

․ 차량 정보(대사 및 수행원 이동 차량 번호, 차종, 색상, 운전원 인
적정보 등)

․ 신임장 제정식 후 행선지 (공관 혹은 대사관저)

◎ 신임장 제정식은 청와대에서 거행한다.
◎ 청와대에 도착하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치고 다시 출발하기까지 소요
시간은 약 15분이다.

◎ 신임장 제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신임장 제정 당일 대사와 수행원은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가급적
동일한 차량에 탑승하여 외교부로 이동한다.

- 비상주공관의 경우, 외교부는 비상주대사를 위해 공식 차량을

제공하며, 수행원은 대사와 동일한 차량에 탑승한다.

․ 신임대사 내정자는 외교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 후 청와대로
호위되어 이동한다.

․ 의전직원은

경찰 순찰차 및 모터사이클의 호위 하에 신임대사

내정자와 수행직원을 청와대까지 수행한다.

․ 신임대사 내정자와 수행원은 청와대 본관 현관에서 대통령실 의
전직원의 영접을 받아 입장하고 방명록에 서명한다.

․ 신임대사 내정자와 수행원은 대통령실 의전직원의 안내로 제정식이
개최되는 장소로 입장한다.

․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여 정위치하면, 의전장은 아래를 발표한다.
-「지금부터 (국명)의 (대사 성명) 대사가 대통령님께 신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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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이후 신임대사 내정자는 「Your Excellency, it is my great honor
to ~」라고 언급한 이후, 대통령 앞으로 나아가 두 손으로 신임장
제정하겠습니다.

을 제정하고 인사한다. 대통령은 신임장을 접수하고 대사와 악수
한다.

․ 이어서 대사는 아래 대형으로 서서 대통령 및 외교장관과 함께
1차 기념촬영을 한다.

A

P

▣

FM

◉

○

카메라
P : 대통령,

A : 대사,

FM : 외교장관

․ 1차 기념촬영이 종료된 후 수행원은 대사의 소개로 대통령과 악수
하고, 아래 대형으로 서서 다함께 2차 기념촬영을 한다.
E

○

E

○

A

▣

P

◉

E

○

E

○

카메라
P : 대통령,

A : 대사,

E : 수행원

․ 이어 대사와 수행원은 대통령과의 환담을 위해 접견실로 이동한다.
․ 환담 후 대사 일행은 대통령실 의전직원의 안내를 받아 퇴장한다.
․ 대사일행은 경찰 순찰차 및 모터사이클의 호위 하에 청와대를
출발하고, 귀환 시에는 차량용 국기를 달며, 의장대가 거수경례한다.

- 공관은 대사차량을 위한 국기를 자체적으로 준비하며, 비상주

대사의 경우 외교부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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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 방

◎ 신임대사는 신임장 제정 후 통상적으로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예방한다.
◎ 예방주선 요청은 외교부의 관련 지역과를 통해서 해야 한다.
2.

공관장 이임

2-1.

이임통보

◎ 이임하는 주한대사는 늦어도 이임 1개월 전까지 공한으로 이임 사실과
이임 예정 일자를 외교부에 공식 통보하여야 한다.

2-2.

이임행사

◎ 외교부는 대사의 공식이임에 필요한 다음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 외교부 고위인사 이임 예방 (수신처: 관련 지역과)
․ 외교부 주최 이임 오찬 (수신처: 외교사절담당관실)
※ 오찬 주선을 희망하는 해당 공관은 늦어도 이임 1개월 전까지 요청 필요
․ 관련법규와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례에 따라 훈장 수여
(수신처: 의전행사담당관실)

2-3.

출 국

◎ 이임대사 출국 시 외교부 인천국제공항 연락실장이 전송한다. 다만,
평일 근무 시간 중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출국시의 공항귀빈실 사용 주선은 공한으로 사전에 외교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 공한 발송 시에는 동반 가족 full name, 항공편, 출발시간, 이용 차량번호, 연락처 등 기재

◎ 공관은

공관장 출국 후 지체 없이 신분증(면세카드 겸용) 및 CIQ

출입증 등을 외교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공관장 대리 임명 통보

◎ 공관장이

공석이거나 또는 공관장이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사대리가 잠정적으로 공관장으로서 활동한다. 대사
- 20 -

대리의 임명은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견국의
외교부가 대한민국 외교부에 통보한다.

◎ 공관장 대리는 본연의 특권·면제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특권면제를
향유하지 않는다.
4.

공관원 이 부임 통보

◎ 공관은

공관원의 부임 및 이임 시 공한으로 외교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부임 통보 공한에는 부임자의 성명, 직위, 도착일자 및 공관 내 서열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임 통보 시 신분증 신청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 공관은

공관원이 이임할 경우 출국 후 1주일 이내에 출국일자를

명시한 공한과 함께 신분증(면세카드 겸용) 및 CIQ출입증(해당 공관원의
경우만) 등을 외교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5.

무관 임명동의

◎ 공관은 무관 임명 시 임명대상자의 이력사항, 사진을 첨부하여 사전에
공한으로 외교부에 임명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무관 임명 시 동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합의가 되어있는 국가의 공관도
사전에 임명 대상자의 이력사항, 사진을 첨부하여 임명예정을 통보
하는 공한을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무관보와

비상주 우리나라 겸임 무관(보)의 임명도 동일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 임명 대상자의 이력서에는 아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국적
․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 가족사항(배우자 및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 계급, 군번 및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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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 주소
․ 학력(학위취득 여부) 및 전공
․ 주요약력(진급현황, 특수임무 부여 및 현직책 포함)
․ 북한 및 인접국 무관 겸임 여부
․ 언어
6.

영사 접수

◎ 영사기관장
․ 영사기관장이 대한민국에 부임 시, 파견국의 대사관(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사기관)은 공한으로 영사기관장의 영사위임장을 외교부에
제출하고, 영사인가장을 받아야 한다. 단, 양국 정부 간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사위임장 제출이 필요 없으며 공한으로 임명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인가절차를 완료한다.

․ 상기

영사인가 요청 공한에는 영사기관장의 성명과 계급, 영사

기관의 소재지, 등급 및 영사 관할구역이 명시된 위임장 또는
유사한 증서 및 동 영사기관장의 이력서가 첨부되어야한다.

․ 상기 위임장 또는 유사한 증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외국정부
또는 주한공관은 영사기관장의 성명과 계급을 명시한 공한으로
임시인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영사기관장 이외의 영사관원(영사겸직 외교직원 포함)
․ 당해 외국정부 또는 주한공관은 영사관원의 성명과 계급이 명시된
공한으로 임명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영사관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영사임명 통보일로부터 영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7.

명예영사관 설치

◎ 명예영사관은

영사업무의 현실적 필요성과 상호주의 원칙을 감안

하여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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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영사관 설치 및 명예영사관원 임명에는 외교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명예영사관 설치 요청은 명예영사관의 개설이유, 영사관
위치 및 전화번호, 관할구역, 명예영사의 성명과 계급이 포함된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공한으로 요청한다. 명예영사 후보자는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 대한민국 국민 또는 파견국 국적자
․ 명예영사관의 영사관할구역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자 또는 해당
영사관할구역과 상당한 연고를 갖고 있는 자

․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재정적으로 건전하며 파견국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파견국의 명예영사가 아닌 자
․ 기타 명예영사의 임명에 중요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파견국

정부는 명예영사 설치 사전 동의를 통보받은 후 명예영사

위임장을 외교부에 제출한다.

․ 명예영사

위임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성명, 계급 및 영사 관할

구역은 외교부가 사전 승인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 외교부가

인가장을 교부한 후 해당 명예영사관이 영사관할구역에

설치되며 활동을 개시한다.

◎ 명예영사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교부는 명예
영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대한민국과 파견국 이외의 제3국 국적자로 된 경우

-

파견국 정부가 명예영사 위임을 취소할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된 경우

-

영사관할구역내에 명예영사관이 설치 운영되지 않을 경우

-

명예영사의 임무 수행 및 사회적인 신뢰에 지장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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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범했을 경우
-

기타 명예영사 인가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명예영사기관장에 대한 인가가 취소된 경우, 명예영사관도 자동적으로
폐쇄된 것으로 본다.

․ 파견국이 명예영사를 해임하는 경우 또는 임기 종료로 명예영사가
해촉되는 경우, 파견국은 이를 외교부 및 명예영사 본인에게 공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명예영사는 자신의 신분상의 변동이 있거나 명예영사관 사무실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교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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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1.

.

주한공관 개설, 공관경비 및 총기

공관개설 및 이전

◎ 공관 개설
․ 외국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주한외교공관이나 직업
영사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관 청사(영사기관 사무실)
및 공관장 관저(영사기관장 숙소)의 위치에 관한 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외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대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 외국정부나

국제기구는 공관의 위치에 관해 상기와 같이 사전

합의한 후 공관의 개설예정일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공관 개설을 정식 통보하는 공한을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 개설
․ 공관 소재도시 또는 다른 도시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
개설시, 개설예정 일자 및 장소, 사무소의 구성원 및 기능이 명기된
공한으로 외교부에 사전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공관 이전
․ 공관은 공관 또는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의 이전 시, 이전
후보지의 위치에 관한 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체결 전에 외교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공관은

공관 또는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외교부에 공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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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취득

◎ 공관은 업무상 목적 또는 공관원의 숙소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코자
할 경우,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외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관 또는 외국정부의 부동산 취득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 공관이

취득코자 하는 부동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 목적을 위해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경관

생태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공관은 토지취득계약서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구비하여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관은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토지취득계약서,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 조세 및 공과금 면제
․ 공관이 업무상 목적

또는 공관원 숙소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취득한 부동산(공관 또는 외국정부 명의)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

․ 상기 조세 면제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3.

건물의 건축

◎ 건물의 건축
․ 공관은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건축 관계법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소규모 증·개축은 신고로써 가능하다.

◎ 허가절차
․ 공관은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내용(위치, 규모, 일정)을
사전에 외교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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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은 외교부에 통보 후, 관할 구청(또는 시청)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

건축허가 신청서

-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증명 서류

-

허가도면(배치도, 각 층 평면도, 입면도등)

공관경비

◎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 외국대사관, 영사기관 및 국제기구의 청사

및 공관장의 관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순찰경비를 제공한다.

◎ 테러 및 시위 등으로 인하여 불안의 소지가 있는 공관에 대하여는
특별경비(24시간 순찰, 경비요원 상주근무 등)가 제공될 수 있다.

․ 공관은 구체적인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경비가 요구되는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외교부에 상기 특별경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5.

총기

◎ 공관장은

공관 및 공관원이 소지한 총기를 책임 하에 관리한다.

공관을 벗어나는 경우 총기는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통제되고 , 해당인은 경찰청장의 지시 (총기의 관리포함 )와 총기
사용자와 관련된 국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 주한 공관원은 경비, 호신, 스포츠, 또는 수렵 이외 목적의 총기 사용이
금지된다.

◎ 경비, 호신, 수렵용 총기류를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관은
아래내용을 기재한 공한으로 외교부를 경유, 경찰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총포 수출/수입 허가신청서 (경찰청에 구비)
․ 총기소지 목적
․ 수입 또는 수출 일시 및 항공(선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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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의 종류, 모델, 수량
․ 총기번호
․ 총기 소유자
․ 실탄의 수량

◎ 공관원이 경찰청의 사전허가 없이 총기를 수입하다가 적발되면 총기의
반입이 불허될 수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수출하다가 적발되면 외교부에
의해 공식 확인이 있을 때까지 총기가 세관당국에 유치된다.

◎ 수입된 총기는 경찰서장의 사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다.
◎ 경비, 호신 용도의 총기는 공관과 숙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
며,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총기의 반 출입과
관련된 계획 및 세부내용을 해당 경찰청장에 통지해야 한다.

◎ 공관 외 지역에서의 스포츠 또는 수렵 용도의 총기는 지방경찰청장의
총포소지 사전허가를 받아 사격장 또는 수렵장 등 총기사용이
허용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사전허가 요청시 기재 내용 : 반출일시 및 입출입 시간, 이동경로,
반출자 인적사항, 보관 대사관명

․ 수렵용 총기 사용시, 총포소지허가와는 별도로 수렵지역 지방
자치단체장의 수렵면허와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관원이 총포소지 허가, 수렵면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경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정 양식) 및

㎝×4㎝) 2매를 첨부하여 공한으로 외교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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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1.

.

차 량

관세 및 관련 조세 면제

◎ 공관 및 공관원은 차량(2륜 자동차 포함)의 수입, 구입, 등록 시 관세

및 관련조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등)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면제받는다.

◎ 관세

및 관련조세를 면제받아 차량을 수입 또는 구입할 수 있는

공관 및 공관원(이하 특권자라고 함)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특권자
A

B

범위

비고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기관은 제외), 대한민국과의
협정에 따라 특권 및 면제를 받은 국제기구 및 여타 기구
외교관, 직업영사관원, 대한민국과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에 준하는 면세 특권을 부여받은 국제기구 직원 (한국국
적자 제외)
외교공관의 행정 기능직원, 영사기관의 사무직원, 대한민
국과의 협정에 따라 행정 기능직원에 준하는 면세특권을
부여받은 국제기구 직원 (한국국적자 제외)

공용
차량

·

C

2.

·

사용
차량
사용
차량

수입 및 구입

2-1.

차량 대수

◎ 특권자가 수입 또는 구입할 수 있는 총 차량 대수는 다음과 같다.
※ 차량 대수에 이륜차 포함
․ 특권자 A : 공관 규모 및 소요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
․ 특권자 B : 배우자(한국국적자인 경우 제외) 동반 시 2대(이륜차
포함), 배우자 미동반시 1대

․ 특권자 C : 1대 (단, 신분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입
또는 구입시)

◎ 특권자는 상기 대수 내에서 면세 또는 비면세로 차량을 수입 또는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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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면세 수입(구입) 특권을 부여하는 목적은 공관 및 공관원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특권자는 특권자가
담당하는 기능 및 외교경력과 양립이 가능한 차종의 차량을 수입
또는 구입해야 한다.

2-2.

차량 취득 신청

◎ 특권자는 DIPLONET을 사용하여 차량 취득(수입 및 구입) 신청서(1부)를
작성하고 외교부에 제출하여 허가받아야 한다.

◎ 특권자는 상기의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는 차량의 수입 또는 구입을
위한 주문을 할 수 없다.

◎ 특권자가 차량의 수입 또는 구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외교부의 승인서를
취소 사유를 기재한 공한에 첨부하여 외교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2-3.

면세통관 신청 (수입 시)

◎ 수입 허가된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DIPLONET상의 면세통관신청서(1부)를 작성, 선하 증권 또는
송장의 사본과 함께 외교부에 제출하여, 면세통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관명, 공용 또는 개인사용 여부, 수하인의 소속 및 직책
․ 차종, 연식, 차체번호, 엔진번호, 배기량
․ 입항항구, 통관항구, 도착일자, 수송선박명

◎ 외교부는

신청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관련 세관에

통보한다.

3.

등록 및 번호판

◎ 공관

또는 공관원이 상기 절차에 따라 차량을 수입 또는 구입한

경우에는 수입일 또는 구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외교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 공관원은 일반 번호판 등록 불가

◎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안에 가까운 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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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해야 한다.
※ 신규검사가 필요한 말소차량 및 수입차량은 신규검사를 받기 위해 10일,
신규등록 목적으로 10일의 임시번호판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다.
※ 미반납시 연체일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 상세사항: DIPLONET→업무지원(Help Desk)→공지사항(Notice) 66번 참고

◎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공관은 DIPLONET상의 신청서(1부)를
작성, 아래 서류와 함께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필증 (수입차)
․ 자동차제작증 (국산신조차)
․ 계약서 및 말소사실증명서 원본 (중고차 구입 시)
․ 보험가입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수입통관자동차 또는 말소 중고 자동차를 등록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외교부가 발급한 자동차 취득승인서
․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 배우자 동반시 신청하는 두 번째 차량 취득의 경우, 외교부가
발급한 배우자 외교관 신분증의 사본 제출

◎ 특권자간

차량매매에 있어 신규번호판은 구번호판이 외교부에 반

납된 후에 발급된다.

◎ 등록을 신청한 특권자는 지정된 제작회사(이창기업 Tel : 3401-0613)에
가서 번호판을 교부받아 반드시 현장에서 부착·봉인하여야 하며
‘차량등록증’과 ‘번호판 발급의뢰서’에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차량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공관은 공한으로 DIPLONET상에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한에는 재발급
사유와 함께 관할 경찰서가 발급한 분실신고필증을 동봉해야 한다.

◎ 번호판이 분실, 도난, 훼손된 경우 공관은 DIPLONET 상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한과 함께 외교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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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사유를 명시하고, 번호판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경찰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훼손된 번호판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당 훼손 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차량번호는 말소차량을 포함하여 공용 및 사용별 차량번호가 부여
된 적이 없는 번호를 반드시 순차적으로 부여하나, 공용 001번호
및 개인 101번호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승계가 가능하다.

4.

자동차검사서

4-1.

검사

◎ 차량의

구조 및 장치가 대한민국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안전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권자는
자동차 구입 또는 수입 시 지정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한국산 신차의 경우는 4년간 검사가 면제된다.

※ 자동차 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교통안전공단
(http://www.ts2020.kr 또는 1577-09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 신규등록 후, 등록증에 표기된 검사유효기간을 DIPLONET
시스템에 등록하고 자동차 등록증도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한다.

※ 검사유효기간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후, 검사유효기간을 DIPLONET 시스템
에 등록 및 자동차 등록증을 스캔하여 업로드

4-2.

재검사

◎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검사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적합 판정의 원인이 된 차량구조 및 장치를 정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처분 및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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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처분 종류 및 신청

◎ 특권자는 외교부의 허가 없이 취득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재수출할 수 없다.

◎

특권자는 취득한 차량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신청을 할 수 없으며, 6개월 경과 이후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
타특권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할 수 있다.

◎ 특권자는

면세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했

을 경우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 면세특권을 갖지 않은 자 (이하
“비특권자 ”라 한다)에게 면세로 양도할 수 있다.

◎ 특권자는

면세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비특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면세(개별소비세, 교육세
등)로 양도가 가능하고 수입 통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 양국관계가 단절되어 공관이 폐쇄되어 소환되는 경우
․ 특권자가 이임하거나 해당 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 특권자가 사망한 경우

◎ 공관이 폐쇄되거나 특권자가 임무를 종료하거나 더 이상 신분을 유지하
지 않는 경우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를 면세로 재수출할 수 있다.

※ 재수출 후, 이행신고서(원본) 외교부에 제출
5-2.

차량 처분 신청

◎ 특권자는 DIPLONET을 사용하여 차량 처분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교
부에 제출(처분신청서 1부)하여 허가받아야 한다.

◎ 외교부 처분승인 후,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를 기재한
공한과 함께 발급받은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5-3.

차량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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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자는

DIPLONET 상의 말소 신청서(1부)를 작성, 아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외교부에 말소 허가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번호판과 봉인
․ 폐차인수증명서(폐차한 경우에만 해당)
․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진 경우)

․ 자동차양도증명서 또는 매매계약서(소유권 이전의 경우)
․ 외교부가 발급한 처분승인서(소유권 이전과 국외반출의 경우)
․ 수입시 면세된 관세 납부(관할지 세관) 후 영수증 사본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용도외 사용승인서 (면세수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
과하지 않은 수입자동차를 비특권자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경우)

◎ 차량

양도 및 재수출시에는 반드시 차량 번호판을 제거(외교부에

반납)한 후 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 특권자가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이임시까지 소요차량을 처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차량번호판을 이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
하여야 하며, 공관은 특권자의 이임일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처분 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하고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6.

보험증

◎ 보험증 사본은 자동차 등록 시 외교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외교부에 기
등록된 자동차의 보험 갱신과 관련하여 공관은 공관 및 공관원 차량에
대하여 보험을 갱신한 후, DIPLONET 시스템에 보험 유효기간을 등록
하고 보험가입증명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하여야 한다.
※ 보험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7.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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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주한 공관원은 운전면허증(국제

면허증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면허증에 한함)을 소지하여야 하며,
외교부에 차량 등록 신청 시 유효한 면허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

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국제면허는 제외)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전면허 시험장에 제출하면 대한민국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외국면허증 원본 (국제면허 제외)
․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한 여권
․ 외교관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4.5cm) 3매
․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필한 외국면허증 번역·공증서류(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기재 필요, 영문으로 기재된 경우는 번역 불요)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상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Tel. 1577-1120,
http://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외국 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필기, 기능 및 도로 주행 시험을 치른 후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적성
검사를 받아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 받아야 한다.

8.

제재

◎ 특권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해당할

경우 외교부는 당해 차량의 구입 또는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관할기관이 부과한 범칙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차량

․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배상에 필요한 처리를 종결하지 않은 차량
※ 공용차량의 경우, 공용차량 한 대의 차량이라도 미납과태료가 있으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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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또는 처분 제한, 개인 소유차량의 경우 처분 제한
※ DIPLONET 시스템에서 과태료 부과 현황 확인이 가능한바, 수시 확인하여 해
당차량의

과태료

납부

후,

납부영수증은

Fax(02-2100-8399)

또는

E-mail(protocol@mofa.go.kr)로 외교부에 제출

◎ 특권자가 차량 등록, 처분, 검사, 보험정책등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
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9.

교통법규준수

◎ 주한 공관원은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국제운전면허증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면허증에 한함)

․ 음주운전금지(음주 측정을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확인된 경우 면허취소)

․ 각종

통행규칙(속도위반, 버스전용차선, 통행료 등), 교통 신호

및 교통경찰의 지시 준수

․ 불법 주·정차 금지

◎ 음주운전은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주한 공관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외교부는 기피인물
선언(PNG)을 포함한 필요조치를 취한다.

◎

주한공관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된 벌과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하고, 외교부
및 인근 교통경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이륜구동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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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륜구동차량을 수입 또는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기 차량 규정을
적용한다.

◎ 모든 이륜구동차량도 외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외교부는 등록 후
‘외교’ 차량번호판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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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1.

.

조세 및 공과금 면제

기본 원칙

◎ 원칙적으로

주한공관 및 공관원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 면제는
상호주의 또는 별도 합의를 조건으로 인정된다.

◎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자는 면세 혜택을 향유할 수 없다.
2.

차량용 유류 면세 제도

◎ 면세범위
․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외교부에서 승인한 주한공관의 공용차량

또는 공관원의 개인 차량에 사용되는 차량용 유류를 시중 주유소에서
구입 시 부가가치세, 교통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

◎ 면세구입 절차
․ 주한공관 및

공관원은 신한카드사에 외교관용 유류면세카드

(Diplomatic Fuel Tax Exemption Card)를 신청하여야 한다.

․ 유류면세카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DIPLONET
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안내되어 있다.

☞ 상세사항: DIPLONET→업무지원(Help Desk)→공지사항(Notice) 79번(개인용),
74번(공관용) 참고

개인 (영문 전용신청서)
주한공관원
주한공관원의 배우자
1. 여권사본: 필요시
1. 여권사본: 필요시
비자사본
2. 외교관신분증 사본

비자사본
2. 외교관신분증 사본

3.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 3. (카드를 신청한 사람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배우자인)주한공관원의

대신하는 주한공관

소득과 재직을 증빙할

공문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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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국문 법인신청서)
1. 공관고유번호증 사본
2. 이하 내용을 포함하는
공문
① 공관(대표자)서명 그리고
외교관신분증번호
② 카드신청 수
③ 차량번호
④ 유종(휘발유, 경유)

3. 신분증 사본
4. 통장 사본

◎ 유류면세카드의 사용
․ 면세 주유시 유류면세카드에 기재된 카드 등록자 및 차량번호가
실제 주유자 및 주유 차량번호와 일치해야 하며, 차량번호, 유종
및 카드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유류면세카드는 전국 모든 주유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 이임시에는 유류면세카드를 해지해야 하며, 신한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 구입한도
3.

-

공용차량용 유류 : 600리터/월(1대당)

-

개인차량용 유류 : 400리터/월(1대당)

난방용 유류 면세 제도

◎ 면세범위
․ 공관이 난방용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경유, 등유에 상관없이 부가세만
면제된다.

◎ 면세구입 절차
․ DIPLONET을 통해

난방유 구입 면세신청서를 2장 출력하여 공

관장 서명과 공관관인을 날인하고 외교부에 신청한다. 외교부에서
면세신청서를 승인한 후 해당 서류를 가지고 지정 주유소에 제
출, 면세가로 구입한다.

4.

외교관면세점

◎ 면세 범위
․ 주한공관의 공관원(외교관, 직업 영사관원 및 국제 기구 고위직

원)은 외교관 면세점(동화 외교관면세점, 종로구 세종대로 149 4층,
Tel : 399-3300/3310)에서 판매되는 물품 구입 시 관세 및 관련

조세(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가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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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공관의

·

행정 기능직원, 직업 영사기관의 사무직원 및 국제

기구의 일반직원의 경우 부임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상기 외교관
면세점에서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 면세구입

품목 중 외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주류,

와인, 맥주, 담배이다.
※ 공용 주류, 와인, 맥주, 담배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면세로 구입 가능

․ 구입한도
-

주류, 와인

-

담 배

· 공용 : 공관규모, 행사규모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양
· 개인용 : 주류, 와인 각 90병, 맥주 30박스/분기(1인당)
· 공용 : 공관규모 및 행사 규모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
되는 양

· 개인용 : 18보루/분기(1인당)

◎ 면세구입 절차
․ 공관이 공용으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 면세통관의뢰서(외교관

면세점용) 2부를 차기년도 시작 20일전 및 매분기 시작 2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기간이후 한국에 신규 부임한 공관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시 신청을 허용한다.

․ 외교부의 승인을 받은 면세통관의뢰서를 동 면세점에 제출 후 외교부가
승인한 수량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5.

국내제조장 판매물품

◎ 면세범위
․ 주한 공관이 공용으로 국내 제조장에 직접 주문하여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가 면제된다.

․ 주요

물품으로는 맥주, 생수 등이 있다. 수량은 공관규모 및

소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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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구입 절차
․ 국내 제조장(본사 특판부)에 주문 후 면세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영수증과 함께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교부의

승인을 받은 면세신청서를 국내 제조장에 제출하고

세액공제 가격으로 구입한다.

◎ 차량의 면세구입은 VII. 차량부분을 참조
6.

지정 업소 구입

6-1.

음식 및 숙박

◎ 면세범위
․ 면세가 표시된 신분증을 소지한 공관원은 지정호텔 및 식당에서 제
공받는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숙박

및 음식용역을 제공받을 때 해당 면세신분증을 제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6-2.

부가세 환급

◎ 환급범위
․ 환급받을 자격이 있는 공관원이 구입하는 물품과 용역(숙박·음식
등 여타 면세제도 대상품목 제외)에 대하여 가족당 연간 환급세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 본 제도에 따른 환급은 물품과 용역의 구매 금액이 영수증 건당

5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되며 각각의 영수증에 부가세가 명기

되어있어야 한다.

◎ 환급절차
․ 물품과 용역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는다.

․ 공관은 공관원들이 발급받은 영수증을 분기별로 수집하여 「외교관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 2부 및 「주한공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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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총괄표 2부(DIPLONET에서 부가세환급 메뉴에서 확인)에
첨부, 1월, 4월, 7월 및 10월에 외교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분기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다
- 1분기 : 4.1 ~ 4.10
- 2분기 : 7.1 ~ 7.10
- 3분기 : 10.1 ~ 10.10
- 4분기 : 1.1 ~ 1.10
7.

기타 조세 및 공과금 면제

◎ 직접세
․ 공관의 수익사업 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공관원의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 간접세
․ 공관이 구입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공관 또는 공관원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공관 또는 공관원은 아래 제출 서류를 한국전력 관할 지사에 팩스

송부 후 유선 확인 필요
※ 제출서류 : 공관: 공문+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 공관원: 공문+신분증사본+전월세
계약서
※ 관련문의 : 한국전력 담당자 (Tel. 02-758-3222)

․ 공관(공관원 제외)이 사용하는 전화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지방세
․ 공관이

공용으로 구입하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골프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 공관의 공용 부지,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시 등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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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 또는 공관원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한다.
․ 공관의 공용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한다.

◎ 공과금
․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국제공항 이용 시 국제공항 이용료를
면제(항공권 구입 시 지불 후 환급)한다.

․ 공관의 공용차량 및 공관원의 개인용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 공관 또는 공관원은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공과금(상·하수도료,
오물세 등)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8.

면세카드 발급

◎ 외교부는 상기 면세제도의 증빙자료로 사용되는 면세카드을 발급한다.
※ 면세카드는 외교관 신분증 뒷면에 추가 표기되는 방식으로 발급

◎ 면세카드 발급대상은

외교관, 직업영사관원, 국제기구 고위직원 및

그 배우자에 한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 발급대상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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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1.

.

통신

외교 및 영사 행낭

◎ 신서사는 외교 및 영사행낭을 운반할 경우 그 신분 및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세관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공관원은 외교 및 영사행낭을 탁송화물로 수령하는 경우, 세관직원에게
선하증권(B/L)을 제시하여야 한다.

◎ 외교 및 영사행낭은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공용 목적의 문서나 물품만을 넣을 수 있다.

◎ 외교행낭은 개봉되거나 억류되지 않는다.

영사행낭은 행낭의 내용물이

공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내용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중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관할당국은 파견국이 인정한 대표(관계관)의 입회 하에 개
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 보안 검색 면제

◎ 외교행낭 보안검색 면제는 외교신서사가 동반 시에만 허가된다.
◎ 외교신서사가 운송하는 주한공관 발송 외교행낭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를 위해 공관은 외교행낭 출발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전에 공한
으로 외교부(수신처 : 외교사절담당관)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상기 공한에는

아래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외교행낭이 공용

목적의 서신, 문서, 기타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불허 목록을 포함
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항공일정 및 편명
․ 행낭 총 수량 및 중량
․ 신서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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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한에 기재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재승인을 위해 수정 공한을
신속하게 외교부에 발송하여야 한다.
※ 재승인 받지 않는 경우, 검색 면제 불가
☞상세사항 : DIPLONET→업무지원(Help Desk)→공지사항 69번(application form
for Diplomatic Bag) 참조

◎ 외교부는 상기 증명서가 첨부된 공한을 접수받으면 항공보안을 담당
하는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로 전달한다.

◎ 우리나라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신서사 동반한 외교행낭의 경우,

보안 검색 면제를 위해서는 상기와 동일한 절차로 외교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무선 및 위성 통신

◎ 공관 무선설비의 설치 및 사용은 상호주의에 의거 국내 전파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된다.

3-1.

본국 및 제3국과의 무선통신

◎ 주한 공관이 본국 또는 제3국과의 통신을 위하여 무선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기재한 공한을 외교부에 송부하여

대한민국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통신 목적
․ 통신 상대방(중계국이 있을 경우 중계지의 지명 포함)
․ 공중선(안테나)의 종류(형식)별 수량
․ 공중선별 사용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및 폭
․ 공중선 전력
․ 송수신 설비의 설치장소
․ 송수신 설비의 기기 형식 및 명칭과 수량
․ 운용 시간
․ 호출 명칭 또는 호출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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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통신용 이동무선국

◎ 주한 공관이 국내 일정 지역에서 공관원 상호간의 연락을 위해 이동
무선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문서를 첨부한 공한을 외교부에
송부하여 대한민국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청서
․ 시설 개요서
․ 공사 설계서
3-3.

본국 및 제3국과의 위성통신

◎ 주한공관이 본국 또는 제3국과의 공용목적의 통신을 위해 위성지구
국을 설치·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문서를 첨부한 공한을 외교부에
송부하여 대한민국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청서
․ 시설 개요서
․ 공사 설계서
4.

외교부와의 문서수발

◎ 주한 공관이 외교부로 보내는 공식 문서는 외교부 외교행낭·문서팀
(1109호)에 접수하여야 한다. 동 문서는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작성

될 수 있으나,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될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접수방법: 외교부 1층 외교노트(1) 혹은 외교노트(2) 문서함에 투입

◎ 주한

공관이 외교부로 보내는 비공식 문서 (초청장 , 팜플렛 등 )는
외교부 외교행낭 문서팀(1109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 해당문서
들은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외교부 해당 실국에 전달될 수도 있다.

·

※ 접수방법: 외교부 1층 외교노트(1) 혹은 외교노트(2) 문서함에 투입

◎ 외교관

신분증, 차량 및 면세 관련 각종 신청서는 별도 외교사절
담당관실 문서함(1층, 신분증신청/차량신청/면세신청)에 각각 투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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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함에는 두꺼운 자료나 책자 등을 넣을 수 없다.
◎ 주한 공관 상호간에 보내는 공식 문서는 외교부 문서함에 투입하거
나 당해 공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

◎ 외교부가 주한 공관으로 보내는 회람 공한은 외교부 문서함을 통하여

발송될 수 있으므로 주한 공관은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문서함을
확인하는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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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

한국인 채용

◎ 주한공관 또는 공관원이 한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주한공관과 한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법령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 관련 자료:

- 국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국제협력/홍보 →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매뉴얼 등 주
요자료 → 외투기업 메뉴얼
영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english) → Publication
and Statistics → Publications → “2018 Employment and Labor
표목록

-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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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

외국인을 위한 비상대비 안내서

◎ 주한공관, 영사관 및 국제기구 대표사무소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을 위한 비상대비 안내서」를 참조할 수 있다.
◎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베트남어로 작성되어 있는 동 안내서의
전자본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와

(www.mois.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붙임 1. 외국인을 위한 비상대비 안내서 (한글). 끝.

- 49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붙임 1]
외국인을 위한 비상대비 안내서

대한민국 정부
행정안전부 / 외교부

 알고 있어야 할 정보
① 상황파악 및 연락유지
◦ 소문이나 허위사실에 동요하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의 방송(TV,
라디오)을 청취하며 안내에 따라 행동
◦ 자국대사관, 초청자, 고용주,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상황을
정확히 판단
◦ 여행, 쇼핑, 공연관람 등 외부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거주지, 회사를
중심으로 생활
② 귀국 또는 체류 결정
◦ 비상시 본인이 소속된 회사, 학교, 초청단체 등과 상의하여 자국
대사관 안내에 따라 체류 또는 귀국 결정
◦ 귀국시 자국대사관, 대한민국 정부에서 안내하는 공항·항만 이용
◦ 체류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신고
③ 비상시 대피소
◦ 대한민국 정부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2만4천여 개의 대
피소를 지정·운영
-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대형건물 지하실 등 대피소 표지판이 부
착된 지하시설
◦ 평상시에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과 함께 집, 회사 근처의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보고 이동경로를 확인
◦ 어린이에게는 대피소 위치, 이동경로 등을 표시한 약도를 미리 만
들어 주고 주기적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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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상시 경보
◦ 대한민국 정부는 비상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경보체계를 만들어 운영
경보종류
경계경보
공습경보

경보상황
적 공격이

경보음
사이렌 1분

예상될 때
적 공격이 시작되거나

평탄음(---)
사이렌 3분

진행중일 때

파상음(∿∿∿)

※ 외부 확성기를 통한 사이렌과 함께 TV, 라디오 등으로 동시에 경보
◦ 경계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 대피 준비
- 외부 : 회사 비상대비담당자, 학교 당국, 민방위 대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 준비
- 가정 : 폭발·화재 위험이 있는 가스 밸브, 전기코드를 차단하고
음식, 물, 구급약품 등 비상대비 물자 준비·확인
◦ 공습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 외부 : 차량을 도로 우측 또는 공터에 정차(키는 꽂아두고)하고
신속히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
- 가정 : 노약자, 어린이를 먼저 대피시키고 준비한 비상대비물자를
챙겨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 야간에는 불빛이 실외로 나가지 않도록 모든 전등을 끄거나 커튼
으로 차단
⑤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
◦ 민방위 표시가 부착된 모자, 상의(노란색)를 착용한 민방위 대원의
안내·통제에 최대한 협조
◦ 통신망 마비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유‧무선전화 사용 자제하고
간단한 연락은 문자서비스 이용
◦ 부상자, 폭발물 발견시 소방(☏119), 경찰(☏112)에 신고하고 대한
민국 정부의 피해복구 노력에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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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상황별 행동요령
① 포격, 공습시 행동요령
◦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
- 고층건물이나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 화재, 정전 등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춰 갇히게 되는 위험이 있음
- 운전 중에는 차량을 도로 우측이나 공터에 정차(키는 꽂아두고)하고
대피소로 대피
- 외부에서 대피소로 이동이 어려울 경우 도랑, 움푹 파인 곳, 남쪽
벽 등에 최대한 엎드려 몸을 숨김
※ 포격이 잠시 멈추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소로 이동
◦ 파편, 화재에 주의
- 폭발로 인한 유리 조각, 벽돌 잔해 등 파편과 대형 가구 및 가전
제품이 쓰러지는 것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
-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에 질식되지 않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
- 옷에 불이 붙으면 당황하여 뛰지 말고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어 불을 끔
◦ 건물 잔해에 갇히면 침착하게 행동
- 무리하게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 가급적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구조를 기다림
- 휴대폰 발신음 또는 파이프, 잔해 등을 두르려 주기적으로 구조
신호를 보냄
- 누출 가스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 라이터 등을 사용해
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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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학무기 공격시 행동요령
◦ 화학무기 공격시 나타나는 현상
- 새, 물고기 등이 병들거나 갑자기 죽는 현상이 나타남
- 사람은 눈이 따갑고, 숨쉬기가 힘들며,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피
부가 빨갛게 되는 증세가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방독면 또는 마스크, 손수건, 휴지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신속히 대피
◦ 지형, 풍향을 고려해 대피
- 화학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이 있어 가급적 고지대나 고층건물
실내로 대피
- 실내에서는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출입문, 창문, 환풍기는
접착테이프 등으로 밀폐
- 실내에서 에어컨, 공기청정기 사용은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오히려
위험하므로 작동을 중단
- 오염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좌·우 방향으로, 바람이 오염지역
으로 불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이동
◦ 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 및 전문치료
- 오염물질 및 환자와는 접촉하지 말고 위치, 증상 등을 기록하여
소방서(☏119), 민방위 대원에게 신고
- 오염물질에 노출된 신체부위는 비누, 세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고, 오염된 옷은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용기에 밀봉
- 병원이나 응급진료소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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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물학무기 공격시 행동요령
◦ 생물학무기 공격시 나타나는 현상
- 뚜렷한 원인 없이 동물·가축들이 집단 폐사하는 현상이 나타남
- 많은 사람이 고열, 구토,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남
◦ 오염물질과 환자와는 접촉 금지
- 오염물질 및 환자와는 접촉하지 말고 위치, 증상 등을 기록하여
소방서(☏119), 민방위 대원에게 신고
- 마스크, 손수건, 휴지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오염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신속히 대피
- 대피 후 안전지역에서 병원, 응급진료소를 방문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등 치료
◦ 위생관리에 철저
- 음식과 물은 15분 이상 끓여서 먹고 몸과 생활공간의 청결 유지
- 애완동물에 의한 전염 위험도 있어 오염여부 확인 및 관리 철저
- 대한민국 정부의 안내 및 최신 정보에를 확인하여 추가 감염 예방
◦ 생물학 오염 의심 우편물 처리
- 생물학 오염 의심 우편물을 받으면 개봉하지 말고 격리된 곳에
보관 후 소방서(☏119), 민방위 대원에게 신고
- 주변 사람들을 신속히 다른 공간으로 격리한 후 인적사항을 기록
하여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 의심스러운 분말가루가 흘러나오면 옷이나 비닐 등으로 덮어 분말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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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핵무기 공격시 행동요령
◦ 핵무기 폭발시 위력
- 강한 섬광, 3천~4천℃의 고열이 나와 화상, 화재 피해
- 폭발로 인한 충격, 폭풍으로 건물붕괴, 도시가스 폭발 등
- 방사능이 오염된 먼지, 파편 등이 광범위하게 확산
- 전자기파로 컴퓨터, 통신장비 등 대부분의 전자장비 기능 마비
◦ 핵무기 공격전에는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
- 핵무기 공격이 경보되면 신속히 지하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지하철 역,
지하실 등) 깊은 곳으로 대피
-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배수로, 도랑 등에 최대한 몸을
낮춰서 대피
◦ 핵무기 공격 중에는 최대한 신속히 몸을 숨김
- 핵폭발 섬광을 느끼면 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리되, 양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벌림
- 핵폭발 후 나오는 방사능에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고 납·콘크리트
벽 등으로 건축된 건물 안으로 대피
◦ 핵무기 공격 이후에는 방사능 낙진에 주의
- 방사능은 빛, 냄새, 맛이 없어 오감으로 감지 불가
- 대한민국 정부 안내에 따라 방사능 낙진 지역에서 대피하고,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지하 깊은 곳으로 대피
- 음식·물 등은 비닐봉지, 랩, 플라스틱 용기에 밀폐하여 보관
- 대피시 비닐, 우의, 우산 등으로 가려 신체 노출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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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사항
※ 아래와 같이 사전 준비 품목을 확인·준비하고, 비상 대피소 및 연락처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준비단계에서 파악해 둔다.
① 비상대비 물자 준비 요령
◦ 음식 : 캔,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포장된 조리가 간편한 음식 선택
◦ 물 : 1인당 1일 2L
◦ 취사도구 : 코펠, 버너, 부탄가스
◦ 구급약품 및 치료 세트, 환자의 경우 처방전
◦ 배터리로 작동되는 라디오와 여분의 배터리
◦ 손전등, 양초, 라이터, 성냥
◦ 침낭 또는 담요, 외투와 내의, 튼튼한 신발
◦ 방독면 또는 마스크, 고무장갑 및 장화, 우의, 접착테이프, 비누
◦ 휴지, 비닐봉지, 랩, 아기를 위한 물티슈 및 기저귀
◦ 중요한 계약서, 증권, 현금 및 귀금속
② 비상시 대피소
구 분

가까운 대피소 위치(주소)

집

(1차)

(2차)

회

사

(1차)

(2차)

학

교

(1차)

(2차)

③ 비상 연락처 작성
자국 대사관
(

소방(화재, 앰블런스)

경찰

☏ 1345

☏ 119

☏ 112

)
회

(

외국인 종합안내 센터

사

가이드(초청자)
)

(

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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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친구
)

(

)

 방독면 착용·소화기 사용 요령
① 방독면 착용요령
1. 정화통 방습포장을 제거하고 정화통을 방독면에 연결
2. 방독면을 쓰기 전에 크게 숨을 들이마신 후 착용
3. 앞면부 고무면체가 코와 입, 턱에 맞게 밀착
4. 뒤쪽 머리끈을 알맞게 조임
5. 정화통 바깥쪽 구멍을 막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공기가 새는지 점검
6. 착용 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정화통은 화재대피용/전쟁가스용으로 구분되며 유통기한은 5년
이나, 한번 사용하거나 방습포장을 개방한 경우 재사용 불가

② 소화기 사용요령
1. 소화기 손잡이 위쪽 레버만 잡고 안전핀을 뺌
2. 바람을 등지고 3~5m 전방에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함
3. 손잡이 아래위 레버를 힘껏 움켜쥐고 불길 양옆으로 골고루 약제를 뿌림
※ 불길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
※ 방사된 가스는 마시지 말고 즉시 환기 (지하공간이나 창문이 없는 곳
에서 사용시 질식의 우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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