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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액  ３０만엔 ３００엔 
     
 
 
 
 
 
 

 

불법 체재자에 대한 법률 12월 2일 시행(스타트) 
① 불법체재자가 경찰에 구속되었을 때의 벌금 상한 액이 현재 실시 되고 

있는 30만엔에서 ３００만엔으로 올라갑니다. 

② 과거에 강제퇴거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체재를 되풀이 하는 

악질의 외국인에게는 재입국 거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③ 불법체재자가 자신이 직접 출두했을 때는, 구속하지 않고 15 일 이내에 

출국 시키는「출입국명령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를 기반으로 

출국했을 경우에는 재입국을 거부하는 기간을 5 년에서 1 년으로 

단축합니다. 불법 체재자에 대한 현재의 강제퇴거는 수속하는 것 만에도 

1개월이상 걸리는 예도 있었습니다.  

      

난민인정법제도도 재검토 되었습니다   

공포일(６월２일)이후 １년 이내에 시행（스타트） 
① 법무성이 난민인정과 이의심사를 해왔습니다만,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난민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수속을 제 3자인「난민심사참여원」

이 관여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② 요건이 충족되면 「가체재」를 인정한다고 하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가. 입국해서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나. 신청이 가능한 제 3국을 경유하지 않았을 것. 

 

정신장애자의 상륙거부 

 상황에 의해 인정도 가능하게 8월 2일시행(스타트)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동경입국관리 

국（전화 ０４８－８５１－９６７１ ）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주의！ 개정출입국관리・난민 인정법이 성립되었습니다 

불법체재 외국인대책과 난민인정제도의 재검토를 중 

심으로 한 개정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이５월２７일

성립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불법체재 외국인을 줄이기 위한 것과 인정이 곤란

하다고 해 온 난민법의 해석을 완화하자는 점이 중

심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 등에 주의해 잘 알고

지내시는 분에게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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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란티어 모집 

후지미시, 카미후쿠오카시,

오오이마치 

미요시마치에 있는 초·중학교를 방문

해 모국의 생활전반에 재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는 후지미노

국제교류센터 스탭이 같이 가니까 어

려울 것은 없습니다. 일본체제의

즐거 운 한 페이지를 만들러 외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문의처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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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오오이마치미니교류회 
일시 ９월１２일(일)  10:00～14:30 

장소  오오이마치히가시하라초등학교체육관

（오전） 

     일본북 체험（일본）・밤부댄스(필리핀)

  외.  우래시노회관(오후) 

   점심모임·플룻연주 

매년 이 맘때에 실시하는 오오이마치국제교

류사업입니다. 평상시 별로 사귀지 않는

근처의 외국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체험하며 즐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문의처 ２６１－２８１１ 오오이마치 

２７５－０３７０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 유비무환 · 외국어로 재해 정보를 듣자! 

[제６회이루마동부지구합동방재훈련]에 참가하시 
지 않겠습니까? 

일시 ８월２９일  장소 후지미시미즈타니중학교교정 

시간 ９：００～１２：００경 

사이타마켄남부를 진원으로하는 진도 6 강의 직하형 지진이 발생해,

후지 

미시는 물론 근처의 시·마치전역이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는

가정 하에 시작하는 방재훈련. 9:00부터 9:30분에 걸쳐 외국어에 의한

피해방송이 있습니다.  그 외에 피난훈련, 비상시 밥짓기 훈련,

응급처치 

www. alpha-net.ne.jp/users2/ficec/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는 상기의 URL 

로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매월 인포메이션도

각 국어로 게재할 수 있도록 검토 중

입니다. 지금부터도 활동내용을 보다

빨리 보다 상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연구하겠으니 한 번

억세스해 주십시오. 

후지미노국제시끌벅적클럽 

8월은 반다이산 캠프입니다 
일시 8월 6일(금)～8일(일)            

장소 국립반다이 청년의 집 

시끌벅적클럽 최대의 이벤트 「캠프 」 를

올해   도 실행합니다. 자연체험을

시작으로 연령을 초월한 친구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합니다. 어린이들의 자립성을

키우는 좋은 기회 입니 다. 꼭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전화   ０４９－２７５－０３７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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