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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ficec.jp/foreign/                

 ６개 국어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韓 国 語 

    

 

올해 7 월 9 일부터 입국관리법이 바뀝니다.  이것에 관해 꽤 오래 전부터 외국적 주민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영주비자는 취소된다」는 

등의 틀린 정보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이니 소문만 믿지  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시야쿠쇼나 외국인지원단체에 확인합시다. 

우선 큰 변화는 외국인등록카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재류카드」가 발행됩니다. 

시야쿠쇼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도 지금부터는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아니라 일본인과 

똑같이 「주민표」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오버스테이인 분에게도  외국인등록카드는 나왔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오버스테이일 경우에는 이 「재류카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7 월부터 제도가 변경되므로 지금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제에 따라서는 외국적 주민에게 법률이나 제도가 바뀌는 것을 다언어로 증명하는 

통지를 보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5 월이 되면 외국적 주민에 대해 「가주민표」라고 

하는 것도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등록에서 주민표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 중에 

틀린 것은 없는지 본인에게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틀린 것이 있다든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둘러 시야쿠쇼에 가서 물어 보도록 합시다. 

「재류카드」에 대해서는 급하게 변경수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재류자격 갱신・

변경 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로도 괜찮습니다. 

갱신・변경할 때 새 카드를 받습니다. 영주자인 분은 2015 년 7 월까지 카드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 입국관리법에는 신청의무가 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 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또한 취로비자인 사람이 전직했을 경우는 

2 주간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동경입국관리국에 우송 신청 

가능）이혼하지 않은 경우도 별거가 6 개월 이상일 경우는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DV 로 인해 별거하고 있는 경우, 이혼재판을 하고 있는 경우, 일본인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의 이유가 있으면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7 월에 발행하는 새 신분증명서「재류카드」로 생활이 더 가까이！ 

입국관리법이 바뀝니다 part１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온 신분증「외국인등록 

증명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대신에 「재류카드」가 발행되어 외국적  시민인 

분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주민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 오버스테이인 

분에게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소문만소문만소문만소문만    믿지믿지믿지믿지    말고말고말고말고    확실한확실한확실한확실한    정보를정보를정보를정보를    확인합시다확인합시다확인합시다확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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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무료무료무료    파소콘파소콘파소콘파소콘    교실교실교실교실    4444 월생월생월생월생    모집모집모집모집！！！！    정원정원정원정원 5555 명까지명까지명까지명까지.  .  .  .  월월월월 2222 회회회회    강습강습강습강습    

 

현재 배우자와 별거상태에 있는 사람, 앞으로 그럴 것 같은 불안에 있는 사람, 빨리 

외국인지원단체에 상담합시다. 또한 이사할 때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자치제 지금부터 살 

자치제 양쪽 다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index.html  해설 행정서사 후지바야시 미호 

 

어린이의료비어린이의료비어린이의료비어린이의료비    수급자증이수급자증이수급자증이수급자증이    도착했습니까도착했습니까도착했습니까도착했습니까????    

5555 월월월월 19191919 일일일일    

국제페스티벌국제페스티벌국제페스티벌국제페스티벌            

개최개최개최개최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도 올해로 15 년째를 맞이합니다. 그런 

기념일에 적당한 행사가 후지미노시・후지미시・미요시마치 등의 

협력으로 5 얼 19 일（토）에 열립니다.「국제페스티벌」입니다 

장소는 후지미노시에 있는 대형슈퍼「이온」옆에 있는 

히가시쿠보중앙공원입니다. 

 시간은 오전 11 시부터 오후 4 시까지로 다소 비가 오더라도 

열립니다. 

 기대하실 만한 것으로 타이, 칠레, 네팔, 대만, 필리핀, 

미얀마, 한국, 스리랑카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세계요리코너. 

그리고 각국의 춤이나 연주를 즐길 수 있는 예능코너부터 

언제나 있는 바자 등등 어뮤즈멘트가 많습니다. 

 사이타마경찰서 음악밴드 마칭 ・ 밴드도 들을 만한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 활동도 봐 주십시오.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외국적시민과 울타리를 초과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초등학교 1 학년이 된 자녀분에게 초중학생용 어린이의료비수급자증（핑크색）이 

도착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노란색이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올해는 

후지미시, 후지미노시, 미요시마치의 어느 병원에 가셔도 우선 의료비를 지불한 후 시에 지급 

신청을 해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만 모를 때는 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의료비 조성대상은 중학교 졸업까지 입니다. 조성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빨리 신청수속을 해 주십시오. 

 「카지선생님의 파소콘 교실」은 외국적시민 중에서 좀처럼 파소콘을 배울 기회가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한 교실입니다. 매월 제 1 과 제 3 목요일 오후 1 시～2 시 30 분까지. 기초의 

기초부터 배웁니다.  기간은 1 년간 입니다. 자신의 파소콘을 사용해 학습합니다만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은  센터의 파소콘을 빌려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4 월 6 일부터 시작합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알기 쉽게 가르친다 

고 평판이 난 카지선생님의 수업에 참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희망하시는 분은 센터에 직접 전화해 주십시오. 스윗치 넣는  

법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일본어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049‐256‐4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