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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주간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합시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인 사람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 할 경우 자신의 재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 까지의 상황을 돌이켜 봅시다. 만약 조건이 맞으면 앞으로도 일본에 있을 

수 있는 비자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 한 경우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 주간 이내에 가까운 입국 

관리국에 가서 이혼 · 사별에 대한 신고를 합시다 . 입관에 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2012 년에 입관법이 바뀐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인 사람들은 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경우 6 개월 이내에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혼 · 사별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일본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6 개월 동안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행동 해야 합니다.  

또한, 때때로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미 「영주자」로 된 사람은 이혼 · 사별해도 특히 

비자 변경은 없습니다.「영주」그대로 일본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재혼한 경우에도 비자는 영주 상태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혼 · 사별한 배우자 사이에 일본 국적 (또는 영주권)인 미성년 자녀가 있고 당신이 그 

아이의 친권을 갖고 보살펴주고 있다면 당신은「정주자」라는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하기 전에 생활비를 스스로 벌 수 있도록 준비를! 

 

아이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결혼 후 3 년 동안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스스로 벌고 있다면 ( 직장의 재직증명서, 1 ~ 2 개월 분의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역시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기회가 있습니다. 

결혼 3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 만약 이미 새로운 교제 상대 ( 일본인이나 영주 

· 정주 · 취업 등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가 있어서 재혼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 재혼한다는 것을 어필해서 변경 신청을 해 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의 

법률은 여성의 경우 이혼 후 재혼까지 6 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필리핀 여성의 경우에도  

6 개월 만에 재혼 신고를 낼 수 있습니다. 중국 여성은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이혼 후 바로 

재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쨋든 이혼 · 사별 후 비자 변경 신청은 일정한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행정서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또한 변경 신청하기 전에 생활비를 스스로 벌 수 있도록 

몇개월에 걸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설   행정서사  후지바야시 미호

 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후의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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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현에서는 치치부의 이치고카리(밭에서 직접 딸기를 따 먹는 것)가 알려져 

있습니다만 부담없이 가기에는 좀 머네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후지미시, 후지미노시, 

미요시마치 부근에서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후지미시에 2 군데의 딸기농원이! !                       

♦이치고노하타케후지미  후지미시미나미하타니니타 385 ☎０８０－５８６１－４１１５ 

♦후지미스트로베리       후지미시갓세 1083           ☎０８０－４１２５－０２８３ 

둘 다 관광농원이므로 이치고카리와 직매를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 월까지입니다.  

잘 익은 딸기가 없어지는 시점에서 휴원합니다. 따뜻한 봄날 산책을 겸해 가족분이 다함께 

외출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른지요. 가실 때는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www.ficec.jp/living/                

 ●6 개 국어판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후지미시에도 있어요. 이치고카리를 할 수 있는 곳 ! !   알고 계십니까? 

 FICEC 의 일본어교실에서는 계절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말에는 「소바우치체험」으로 해를 넘길때 먹는 소바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３월에는 히나마츠리를 합니다. 히나마츠리는 3월 3일입니다만 

일본어교실 개최일의 3 월 6 일에 실시합니다.  그 날은 공부를 하면서 

일본어 담당 선생님으로 부터 히나마츠리의 유래나 행사등의 이야기를 

듣고 가벼운 식사 시간을 가집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친구분이랑 같이 

놀러 오세요. 히나인형도 장식해 놓으니까 같이 사진도 찍으세요. 기념이 

됩니다. 

3 월 6 일, 일본어교실에서는 매년 실시하는「히나마츠리」를 합니다. 

후지미시야쿠쇼내에 있는 센터의「생활상담」매우 편리하다고 평판이 좋습니다 

 후지미시야쿠쇼내에 만들어진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FICEC)의「생활상담코너」는 가깝고 

편리하고 찾기 쉽다는 목소리를 들은 지 이미 1 년이 지났습니다. FICEC 본부는 상담하기에 

멀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에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코너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은 듯합니다. 상담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시일은 매주 수요일 9 시부터 12 시까지 입니다.  전화는 049-251-2711 입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 Facebook 을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FICEC) 활동 발신 기지가 되는 

「Facebook」를 알고 계십니까? 아직 일본어 버전 뿐이므로 

이해할 수 없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일본어를 

아시는 분, 꼭 도전 해보세요.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 다양한 

활동이 바로 화면에 소개되어 FICEC 의 활동 내용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포메이션후지미노」의 독자 여러분도 꼭 FICEC 의 Facebook 에 억세스하셔서 

「좋아요］로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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