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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속지속지속지    마세요마세요마세요마세요!! !! !! !!         

신입관법신입관법신입관법신입관법        

적용이적용이적용이적용이    잘못된잘못된잘못된잘못된    소문소문소문소문    

소문소문소문소문…■이번 외국인등록법의 폐지로 영주자의 재류 자격이 없어진다 

■재류 기간이 5 년과 7 년이 되므로 영주자의 재류 자격이 폐지된다. 

답답답답…아닙니다. 재류기간이 지금까지의 3 년이 5 년으로 됩니다만 재류 기간이 없었던 

영주자의 재류 자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주자의 재류 카드에의 변환은 2015 년 7 월 

8 일까지로 영주자의 재류 카드의 유효기간은 7 년입니다. 

소문소문소문소문…■입관법이 바뀌면 비자를 새롭게 할 때에(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가 필요하게 

된다. 

답답답답…（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비자 갱신 시에는 16 세 이상은 사진과 

여권, 재류 카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소문소문소문소문…■일본인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도 별거 중이면 「일본인의 배우자등 」의 자격이 

취소된다 

답답답답…별거하고 있다고 반드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으로 인해 

도망중이든가  부득이 별거하고 있지만 생계는 하나일 경우, 이혼 조정・소송중일 때, 본국에 

있는 친족의 병으로 장기적으로 귀국해 있을 경우 등의 이유가 있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소문소문소문소문…■일본인과 혼인 할 때 일본에 거주하며 재혼해도 일단 본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답답답답…지금까지와 마찬가지 입니다. 일본에서 혼인 하는 경우나 재혼하는 경우에도 기다리는 

기간이나 현재 있는 재류 자격의 재류 기간에 의해 귀국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와 

귀국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는 본국에서 이혼을 

확인하기 위한 재판이 필요합니다. 

소문소문소문소문…■영주자의 자격이 있어도 1 년 이상 일본을 떠나면 영주자의 자격이 취소된다 

■외국에 1 년 이상 체재하면 재류 자격이 없어진다 

답답답답…아닙니다.. 1 년 안에 재입국할 때는 재입국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만 1 년 이상 일본을 

떠날 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재입국 수속이 필요합니다. 재입국 수속을 하면 

영주권이나 그 이외의 재류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소문소문소문소문…■오바스테이라도 10 년 이상 일본에 있으면 입국관리국에 출두하는 것으로 재류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답답답답…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바스테이라도 일본인과 결혼하거나 일본인 등의 아이를 

기르고 있을 때는 재류 특별 허가로 재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이런이런이런    소문이소문이소문이소문이    들리고들리고들리고들리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들으신들으신들으신들으신    적이적이적이적이    있있있있습니까습니까습니까습니까????    

8888 월호에월호에월호에월호에    자그맣게자그맣게자그맣게자그맣게    게재한게재한게재한게재한    「「「「입관법의입관법의입관법의입관법의    변경으로변경으로변경으로변경으로        잘못된잘못된잘못된잘못된    소문에소문에소문에소문에    속지속지속지속지    마세요마세요마세요마세요」」」」라는라는라는라는    기사가기사가기사가기사가    

뜻하지뜻하지뜻하지뜻하지    않게않게않게않게    반향을반향을반향을반향을    끼쳐끼쳐끼쳐끼쳐    센터에도센터에도센터에도센터에도    상담전화가상담전화가상담전화가상담전화가    걸려오게걸려오게걸려오게걸려오게    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 . . 그래서그래서그래서그래서    이번이번이번이번    달은달은달은달은    

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주민의주민의주민의주민의    「「「「입관법입관법입관법입관법」」」」을을을을    둘러싼둘러싼둘러싼둘러싼    의문에의문에의문에의문에    대답하겠습니다대답하겠습니다대답하겠습니다대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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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cec.jp/living/               

 ●６개 국어판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かくれ熱中症」にご注意を！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국어로 번역하는 일도 중요한 

활동입니다. 지금 일본어를 여러분의 모국어로 번역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번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아래의 표에 소개할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쓰고  FAX 보내 주세요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FAX 049-256-4291 

근처에근처에근처에근처에    일본어를일본어를일본어를일본어를    모국어로모국어로모국어로모국어로    번역할번역할번역할번역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사람은사람은사람은사람은    

없습니까없습니까없습니까없습니까????    

9 월이 되어도 일사병의 

화제가 아직 매일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상이 나빠질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숨겨진 일사병」이라고 

하는 일사병의 4 가지 징조를 

찾아내 증상이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１）손이 차가워 진다 2) 

손톱을 눌러도 붉은 빛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 3) 피부를 

집어도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4) 겨드랑 밑에 손을 

대어도 건조하다 

(땀이 나지 않는다). 

 센터의 일본어 교실에서는 

각각의 계절에 맞추어 일본의 

전통 행사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려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지난 달 8 월 2 일에는 

「칠석제」를 실시했습니다. 

 대나무 잎에 소원이 실현되기 

를 기도하는 작은 종이 "단책" 

을 묶고 여름에는 빠뜨릴 수 

없는 우동의 동료 소면과 수박 

으로 소박한 칠석의 분위기를 

맛 보았습니다 

항례입니다항례입니다항례입니다항례입니다. . . . 센터의센터의센터의센터의    칠석제칠석제칠석제칠석제    

국민건강보험의국민건강보험의국민건강보험의국민건강보험의    「「「「특정특정특정특정    건강건강건강건강    진단진단진단진단」」」」을을을을    알고알고알고알고    계십니까계십니까계십니까계십니까？？？？    

●번역할 수 있는 분의 이름과 국적 

●연락주소＆전화번호 

●번역할 수 있는 언어 

 

「「「「숨겨진숨겨진숨겨진숨겨진    일사병일사병일사병일사병」」」」에에에에    주의를주의를주의를주의를！！！！    

외국적시민의외국적시민의외국적시민의외국적시민의    협력으로협력으로협력으로협력으로    2222 권의권의권의권의    책이책이책이책이    완성했습니다완성했습니다완성했습니다완성했습니다....    

 병원 앞을 지났을 때 이런 글을 보신 적은 

없습니까. 「특정 건강 진단을 받읍시다」 

특정 건강 진단・건강 진단은 상태가 나빠지고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진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자기 

판단은 위험합니다 

 특정 건강 진단은 병의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연결됩니다. 40 세부터 74 세인 분에게는 5 월 하순에 

수중에 안내를 보내드렸습니다. 

검진료는 1,500 엔, 다양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검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으므로 1 년에 1 회는 받도록 

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 주세요. 근처의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한 번 

도전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르는 선＞ 

●외국적시민 생활 가이드 

북・・・34 만 시민을 거느리는 

카와고에시가 외국인이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행한 것입니다 

●7 개 국어에 의한 「쾌적 생활 정보 클립」・・・

의뢰하신 생활 상담 중에서 엄선하여 "고민상담과 

해결법"을 장르별로 해설했습니다. 보시고 싶은 분은 

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049-256-4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