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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国 語 

    

 

올해 7 월 9 일부터 입관법이 바뀝니다. 새로운 입관법에서 외국적 여러분이 가장 불편한 

것은 신고해야 할 것이 늘어난다는 것이겠지요. 시마치무라야쿠바 뿐만 아니라 입관에 직접 

가지 않으면 안되는 신고가 많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우선 시마치무라야쿠바의 신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적인 주민이 지금 있는 시마치무라와는 다른 장소에 이사할 

경우 이사한 다음에 새로운 시마치무라야쿠바에 주소를 신고하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사하기 전에 지금까지 살고 있던 

시마치무라야쿠바에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부터 이사 할 

주소를 신고하면「전출증명서」라고 하는 서류를 받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이사를 하고 2 주간 이내에 새 시마치무라의 

야쿠바에 이사해 온 것을 신고합니다. 

 

 또한, 새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시마치무라야쿠바에 신고합니다. 아이가 일본국적이 

아닐（양친도 외국적）경우는 시마치무라야쿠바에 신고를 했으면 30 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류자격을 따는 수속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혼이나 전직 등 생활에 변화가 있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의 

기간까지는 일본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당신의 지금의 재류자격이 댁의 

생활상황과 맞는지 어떤지를 엄하게 체크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가족체재」등 결혼에 의해 재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혼 혹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2 주간 이내에 입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인문지식・국제업무」「기술」「기능」등 취직에 의해 재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직이나 실업, 회사의 명칭변경 회사의 주소이전 등이 있는 경우는 이 또한 2 주간 이내에 

입관에 신고를 합니다（단, 배우자로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직한 경우 전직에 

대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상 힘든 것은 그냥 

두어 버리면 재류자격의 취소에 연결될 수 도 있습니다.  이사했을 때 90 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혹은 진짜 주소로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결혼에 의해 재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배우자와 6 개월 이상 별거 중이면 재류자격을 취소 

당할지 모릅니다. 

 

 

 

 
 
 
 
 
 

 

 

 

 

 

 

 

 

 

 

 

 

 

 

 

 

 

 

 

 

 

 

 

 

 

 

 

법률의법률의법률의법률의    개정으로개정으로개정으로개정으로    야쿠쇼나야쿠쇼나야쿠쇼나야쿠쇼나    입관에입관에입관에입관에    직접직접직접직접    가셔야가셔야가셔야가셔야    될될될될    일이일이일이일이    많아지니까많아지니까많아지니까많아지니까    주의하세요주의하세요주의하세요주의하세요....    

입국관리법변입국관리법변입국관리법변입국관리법변
경으로경으로경으로경으로    
늘어나는늘어나는늘어나는늘어나는    

신고신고신고신고    

4444 월호월호월호월호, 5, 5, 5, 5 월호는월호는월호는월호는    입관법이입관법이입관법이입관법이    

7777 월부터월부터월부터월부터    바뀐다는바뀐다는바뀐다는바뀐다는    것을것을것을것을    알려알려알려알려    

왔습니다왔습니다왔습니다왔습니다. . . . 이번이번이번이번    달은달은달은달은    각양각각양각각양각각양각    

색의색의색의색의    신고에신고에신고에신고에    대해대해대해대해    말씀말씀말씀말씀    

드리고자드리고자드리고자드리고자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 . . 잊어버리기잊어버리기잊어버리기잊어버리기    

쉬운쉬운쉬운쉬운    신고도신고도신고도신고도    있지만있지만있지만있지만    그것이그것이그것이그것이    

큰큰큰큰    문제가문제가문제가문제가    될될될될    수도수도수도수도    있으니있으니있으니있으니    

주의하시기주의하시기주의하시기주의하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이사 할 때 

가정내에서 상황이 바뀌었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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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 국어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4,5 월호와 연속으로 소개한 

「외국인등록카드」에 대해 많은 독자는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적 주민도 

일본주민과 마찬가지로 주민기본대장에 

실리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 각 시나 마치에서는 5 월 하순 

대상이 되는 분에게「가주민표」를 

보내드립니다. 

「가주민표」가 도착하면 기입된 내용을 

확인해 변경이나 틀린 것이（세대주 

이름・관계 등）있으면 야쿠쇼에 수속해  

주십시오.「가주민표」는 7 월 9 일에 

정식적인 주민표로 됩니다. 

 이미 외국인등록을 하신 분으로 

「가주민표」발행의 대상이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착하지 않은 

분은 야쿠쇼의 시민과 등에 문의해 

확인해 주십시오. 

 7 월 9 일 부터는 일본인 주민과 같이 

주민표에 기재되어 세대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어느 쪽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DV 로 남편으로부터 도망쳐 있기 때문에 있는 장소를 알리고 싶지 않거나 

회사가 도산해서 사택에서 나갔지만 집을 구하지 못했다던가 장기입원했다던가 이혼 조정 

중일 경우 그것을 입관에 설명하도록 합시다. 배우자와 이혼 ・ 사별 한 경우에는 다른 

재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 어떤지를 바로 지원단체에 상담합시다.  

해설행저서사 후지바야시미호 

 

「「「「가주민표가주민표가주민표가주민표」」」」는는는는    도착했습니까도착했습니까도착했습니까도착했습니까????    

 치과는 이가 아파지지 않으면 가게 되지 않지만 

치아의 건강진단은 충치나 치주병의 조기발견 확대 

해서 말하면 뇌의 혈류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카미후쿠오카의 「카미후쿠오카보건 

센터（☎264‐8292）」에서는  개별성인치과검진 

（무료）을 5 월부터 시작합니다. 

마감은 5 월 마지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원 250 명에 달하지 않 때는 모집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자신의 치아를 체크해 둡시다. 

개별성인치과검진개별성인치과검진개별성인치과검진개별성인치과검진————————치아와치아와치아와치아와    잇몸의잇몸의잇몸의잇몸의    진단을진단을진단을진단을！！！！    

 문쿄카쿠인대학후지미노캠퍼스의 

학생들과 배드미튼이나 농구을 하며 

교류를 넓혀 보시지 않겠습니까? 

장소⇒분쿄카쿠인대학체육관 

시간⇒15 시～17 시 30 분 

비용⇒무료  신청⇒자유참가 

■ 실시일 

6／ 9（토）23（토） 
7／14（토） 
7／14（토） 
9／ 8（토）29（토） 

10／13（토）27（토） 
11／10（토）24（토） 
12／ 1（토） 

 1／12（토） 
 2／ 9（토）23（토） 
 3／16（토） 

 

 만약 당신에게 기억에 없는 청구서가 날라 

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에서는 이웃에 사는 외국적시민의 각양각색의 

생활상담을 15 년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아주 어려워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것이「소비자핫라인」 

입니다. 소비자청이 개설하는 시스템이므로 

안심하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고민은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빨리 상담해 

해결하도록 합시다. 

☎ 0570‐064‐370 

◇후지미시소비자생활상담 

 ☎ 049‐252‐7181 

◇후지미노시소비자생활센터 

 ☎ 049‐263‐0110（직통） 

◇미요시마치관광산업과 

스포츠광장스포츠광장스포츠광장스포츠광장    소식입니다소식입니다소식입니다소식입니다    

소비자트러블은소비자트러블은소비자트러블은소비자트러블은「「「「소비자핫라인소비자핫라인소비자핫라인소비자핫라인」」」」    

●문의는 

센터에 

049-256-4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