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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国 語 

「国際フェスティバル」に参加しませんか 

子宮頸がん予防ワクチン接種が無料に！！ 

 

 

현재 당신이 일본인과 결혼했다면 아이를 불러온 후 그 일본인 배우자와 양자 결연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 때 불러온 아이에게는「정주자」의 재류 자격이 나옵니다(일본인 배우자가 양자 

결연 하지 않아도 혹은 당신이 현재 결혼하고 있지 않아도 진짜 부모인 당신의「전 배우자와의 

아이」로「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아닌 경우 아이를 불러와 양자 결연 수속을 한다면 그것은 꽤 

복잡해 집니다. 일본에서는 양친 혹은 양자 중 한쪽이 외국적인 경우 양자 결연에 대해서는 

양친의 본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양친이 되는 부부 2 명의 국적이 다른 경우 양자의 본국 

법률에 의해 진짜 부모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률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간의 법률의 밸런스를 잡으면서 수속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속이 

복잡하게 됩니다. 

 

 

외국적인 분과의 상담중에 신경쓰이는 것은 자신의 아이를 일본에 불러와 함께 살고 싶다, 

나아가서 일본인남편이 양자 결연 하면 자동적으로 아이에게 재류 자격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라고 착각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양자 결연과 재류 자격 제도는 직접 관계하진 않습니다. 또, 일본인이 양친이 되어 

결연 해도 외국적의 양자는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일본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귀화 수속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선 그 전에 

일본에 체재하기 위한 재류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은「일본에 

있는 외국인과 그 일본인 배우자가 모국에 있는 외국인의 성인이 된 친자식을 불러와 양자 결연 

해 함께 일본에서 살고 싶다 」는 케이스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모국에서 불러와 아이가「정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이가 17~18 세 

정도까지가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 아이를 불러와도「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자 결연 했다고 재류 자격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수속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양자 결연을 생각하시는 분은 사전에 전문가에게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해설・（행정서사）마에다 미호 

 

양자 결연한 
아이의 비자･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당신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아니면 아이를 불러와 양자 결연 수속을 한다는 것은 꽤 복잡합니다 

「정주」의 재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이가 17~18 세 정도까지입니다 

양자 결연, 일본에 사는 외국 

적인 분으로부터 모국에서 아 

이를 불러오고 싶다는 또는 
양자를 삼고 싶다는 상담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는 아니고 조카나 질녀, 
친구의 아이를 양자로 얻고 
싶다고 하는 일도 자주 있군 

요. 이번은 그 양자 결연과 
아이의 비자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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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 센터 독자적인 기획이나 행정과의 협동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각국어로 번역해 인쇄물 혹은 홈 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보를 번역해 주시는 분이 모자랍니다.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중국어 외에 일본어룰 
모국어로 번역해 PC 입력이 가능한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꼭 전화해 
주세요. 기정의 요금으로 원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049―256－4290 으로 

후지미노시 가까운 곳에는 많은 일본어 교실이 있습니다. 「오오이 일본어 클래스 
벤텐노모리살롱」도 그 하나입니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교실이 제 1 과 제 3 수요일에 
센터가 있는「우레시노회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둘다 10 시부터 12 시 
반까지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행해지고 있는「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 일본어 교실과 
맞추어 공부해 주세요. 「후지미노역」에서 조금 걷게 되었습니다만 걷는데 자신이 없는 
분은 전화해 주세요. 역까지 마중가겠습니다. 

 
 
 
 
 
 

 
  
 

 
 
 

  
 

 
 
 

 

 

●기시카미 유카의 

외국적시민의 눈・신기한 일본인의 풍습 
♦일본의 슈퍼는 다국적？  
바로 요전날 집에서 카레라이스를 만들면 

서 언뜻 깨달았습니다.  
뉴질란드산의 양파에 오스트레일리아산의 
고기, 미국산의 브로콜리에 브라질산의 
호박, 캐나다산의 대두를 사용한 두부… 

카레를 둘러싼 식품 재료의 반 정도가 
외국산.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만 재차 
일본의 슈퍼에서 팔리고 있는 식품 재료 

중에는 타국산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입니다. 일본의 식료 
자급율은 40%. 일본에 있는 음식 중 
일본산이 반도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등 
자급율이 100%를 넘는 나라가 있는 
가운데 40%라고 하는 숫자는 높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식품 
재료라면 음식을 옮기는 비용이나 거리가 
적어도 됩니다. 보다 안심, 안전할 뿐만이 
아니라 식품 재료를 옮기는 차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도 되므로 친환경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재료를 자기나라에서 조달하는 
편이 편리하며 에코,  그 지역에서 얻은 
식품 재료를 그 지역에서 먹는 가능성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번역자 모집! !  
모국어로 번역해 
주시는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www.ficec.jp/foreign/ 
 ●새 사무소는 후지미노역에서 도보 20 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최종페이지를 봐 주세요 

오오이일본어클래스 벤텐노모리살롱의 일본어 공부가「우레시노회관」에서 가능합니다, 

일본어교실 전화번호는 0 4 9-２５６―４２９０ 

자궁경부암예방 백신 접종이 무료로!！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HPV16 형과 18 형의 

감염을 막는 예방 백신 접종이  2 월 1 일부터 

조성(무료)되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자궁암의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리스크를 줄이는데는 효과적이라 

고 합니다. 

대상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중학 1 년~고교 1 학년에 해당되는 연령의 

여자. 

접종 방법 첫회 접종 후 1 개월 지나 2 번째 

접종하며 첫번째  접종한 후  6 개월 후에 

3 번째 접종을 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것은 댁 근처의 야쿠쇼 
·야쿠바·보건센터 등에 문의해 주세요. 
후지미시건강증진센터 049-253-3771 
카미후쿠오카보건센터 049-264-8292 
 

「국제페스티벌」에 참가하시지 않겠습니까?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는 머지 않아 설립 

15 주년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기념해 현마이 

칼 오오이사티 옆 공원에서「국제페스티벌」 

을 5 월 28 일 (토)에 개최합니다. 요즘 

외국적시민의 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센터의 운영 자금이 되는 바자용 

물건도 모으고 있습니다. 모국의 물건 중에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받으러 가겠습니다. 

☆연락처 ☎０４９―２５６－４２９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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