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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는 행동이 

 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 대상이 되는 사람 

・ 일계인  

・ 일계인의 미성년으로 미혼인 실제 자녀  

・ 일계인의 배우자  

・ 일계인의 배우자의 미성년으로 미혼인 실제 자녀 

（중국잔류방인과 그 친족    이런 분이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는「소행선량」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 소행이 선량하다는 것의 증명은 

일계인 및 그 가족으로 「 정주자 」 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해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브라질연방경찰이나 살고 있는 주의 민사경찰이 발행하는 무범죄증명서 

페루・・・・・페루국가경찰감직국 감직부 범죄력증명서발급과가 발행한 무범죄증명서 

필리핀・・・・필리핀국가경찰 및 필리핀국가수사국발행의 증명서 

 

● 본국에서 범죄력이 있는 사람은 

제출된 증명서로 일본국 이외의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 금고, 벌금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는 죄는 제외함）을 받은 사람은「소행선량」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형 집행 후 10 년 경과 ②형 집행면제로부터 10 년 경과 ③집행유예기간을 

경과 ④벌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5 년 경과 

 

● 일본에서 범죄력이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령에 위반해서 징역, 금고 또는 벌금（도로교통법위반에 의한 벌금은 

제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행선량」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범죄력이 없는 경우에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경우 혹은 일상생활에 있어 위법행위를  

선량 ―정주자 자격에 의한 일본 입국 법률이 일부 변경― 

최근「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오시는 분의 범죄가 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법무성은 일계인, 또는 그 가족이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받는 요건으로 「소행이 선량할 것」이라는 항목을 법률에 추가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에 오시고 싶어하시는 분, 또는 일시귀국하시는 분, 관계자인

분은 주의해 주십시오.  

★「정주자」란・・・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서 일정 

의 재류기간을 지정해서 거주

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에 잘

분류되어 있습니다. 

 

韓 国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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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 하는 경우도「소행선량」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하는 사람은 

  3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본국에 일시귀국한 적이 있는 경우도 그 기간에 

대하여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피피피난난난장장장소소소를를를   알알알고고고   계계계세세세요요요                     국국국제제제교교교류류류   포포포럼럼럼이이이   가가가까까까워워워졌졌졌습습습니니니다다다   
 

 올해 장마는 각지에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보여 주었습니다. 호우, 탁류, 산 붕괴, 한

순간에 목숨을 빼앗고 안주하고 있는 땅을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9 월, 10 월은 아직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의한 풍수해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피난할 장소를

알고 계십니까? 교통은 끊기고 살고 있는

장소도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 갈 곳을

모르면  목숨은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꼭

평상시에 피난장소나 피난할 장소까지의 길을

확인해 둡시다. 산보, 슈퍼 갈 때  겸사겸사 
해서라도「피난장소」（사진）라는 문자가 쓰여져

있는 표식과 장소를 기억해 두십시오. 이

간판이 알기 쉽게 만든 표지입니다. 
 

외국국적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 세계를, 
문화를 알자, 배우자고 매년 개최되는

후지미시의 빅이벤트 「 국제교류포럼 」 이

올해는 10 월 15 일(일)에 열립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도 이 이벤트에 참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놀이, 시민의 주장, 외국국적시민의

퍼포먼스, 세계의 맛,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

작품체험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전부 무료 
이오니 가족, 친구들에게 권유하여 안심하고

놀러 오십시오. 
 장소는 작년과 같은 후지미노역에서 걸어서

10 분 정도에 있는「후지미노교류센터」입니다.

 

● 외국국적시민을 위한 생활상담 ●●●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 큰 공헌은 외국국적시민에게 생활전반에 걸쳐 도와주는 것입니다. 

보란티어조직에서는 일본에서도 많지 않은 쉘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오니

안심하고 아무거나 연락해 주십시오. 스탭이 마음을 다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