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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１月１２日（土）から１１月２５日（金）まで                

국적법 
1950년7월1일부터 적용 

되어진 이 법률은 아이의

국적에 대하여  2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아이는 다음의 경

우에 일본국민으로 한다. 

1. 태어난 때 또는 엄마 

가 일본국민일 때 

２．태어나기 전에 사망 

한 아버지가 사망할 때

일본국민이었을 때 

３．일본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 모두 알 수 없 

을때, 또는 국적을 가지 

지 않을 때 

 

같은 국적법 3조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일본인 아 

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아 때 인지받을 경우만 

일본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태어난 후의 인지 

는 부모의 결혼을 필요로

합니다. 

 

국적법 해석에 새로운 바람 

아이의 국적 인지에 낭보입니다. 

3 월 동경지방재판소에서 국적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의 판결이 나와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일본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후,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받은

필리핀 국적의 어린이 9 명이 국가에게 일본 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희망한 집단소송의 판결이 29 일

있었습니다.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만 거기에는「아버지

가 일본 국민인데 부모가 결혼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국적법의 결정은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에 위반합니다」라는 것이었습 

니다. 

 국적법의 해석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비슷한 소송은

작년 4 월에도 있었습니다. 그 때는 부모가 결혼하지 않 

아도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해 태어난 아이는 일본

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일본인과의 사이에 아이를 둔 남여에게

있어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장래를 일본에서

생활하도록 운명지워져 태어난 어린이에게 국적이 일본 
인이 아니라는 비극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물론 지인중에서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같이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도, 국제친선을 위해서도・・・. 

「일본에서 태어난 자매 

인데 왜 나라가 다르지 

요?」 

소박한 어린이의 목소리 

가 지금 법률을  움직이 

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가 진행되는 요즘

국제법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 것 같습 

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이웃, 친구나 아시는 분 

은 계시지 않습니까? 

韓 国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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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 외국국적시민 여러분의 가지각색의 생활상담에 관계하고 

있습니다만, 관계서류 작성에 시간을 쓸 때가 많습니다. 입관에 관해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신청서류에 기입하는 것으로도 시간을 뺏깁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안심입니다. 

그러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각종신청용지                 http://www.moj.go.jp/ONLINE/page.html   

★ 동경입국관리국 등 소재지 안내  http://www.immi-moj.go.jp/soshiki/index.html 

★ 재류자격일람표              http://www.moj.go.jp/NYUKAN/nyukan04.html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1.html 

★ 재입국허가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5.html 

★ 영주허가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4.html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2.html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3.html 

★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10.html 

★ 자격외활동허가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8.html 

★ 취로를 인정할 수 있는 재류자격의 확인방법 

http://www2.mhlw.go.jp/topics/seido/anteikyoku/gairou/980908gai02.html 

 

                             

                     

 

 

 

 

 

 

 

 

 

 

 

 

 

  

후지미노국제시끌벅적클럽 

참가자·스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국제교류 장소, 매년 수회에

걸친 근사한 행사도 있어 만족도 100%로

모두가 있을 수 있는 곳. 올해도 참가자 와

스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가해

주십시오. 
★ 신청・문의 
ＮＰＯ법인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０４９－２５６－４２９０ 

입관법에서 정한 가지각색의 서류는 인터넷으로 입수 할 수 있습니다 

사이타마현 국제교류협회는 4 월 3 일

부터 외국국적인 분들이 생활상 힘든

점이나 야쿠쇼에서의 수속에 대해

전화나 팩스 등으로 상담할 수 있는

「외국인헬프데스크」를 우라와지방 
청사 3 층에 열었습니다. 

상담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 중 
국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한글, 타 
갈로그어, 타이어, 베트남어의 8 개 국 
어입니다. 상담시간은 월요～금요일의

오전 9 시～오후 4 시로 되어 있습니다. 
★ 전화：048-833-3296/ 048-835-2423 
★ 메일 help @ sial.jp 
문의   동협회 

０４８－８３３－２９９２ 

외국인상담은 맡겨주세요！ 

8 개국어로 상담합니다. 
사이타마현국제교류협회가 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