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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제도」에 대해 법부성이 새로운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難民申請を考えている人に」
을 생각중인

「난민신청」

自分の将来をじっくり考えましょう
분에게
자신의 장래를 찬찬히 생각해봅시다.
난민이란

難民
난민이란「인종･종교・국적･정치적의견・특정
とは

사회집단에 속하는 등의 이유로、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때문에 타국으로 도망간 사람」을 말합니다. 일본에 온 신청자가
난민임이 인정되면 「정주자」라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본인과 똑같이 제약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또、인도적 이유가 있는 경우도「정주자」자격이 주어집니다.

난민신청의 흐름
①난민임을 주장하는 사람은、입국관리국에 난민신청을 합니다. 난민인정신청을 하면
6 개월간「취로불가」로 재류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생활비（1 개월 85,000 원）은
정부에서 지급됩니다. 그 사이에 일본에서의 취로에 필요한 일본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의 일본어교실이나 NPO 에 다니며、공부해 두면 좋을 것 입니다.
②6 개월후에 입국관리소에 가도 난민인정 결과가 안 나오는게 현상입니다. 본인이
일본에서의 재류를 희망하면 재류기간 6 개월의「특정활동」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생활비는 받을 수 없으나 취로가능한 재류자격으로 풍속관계이외는 노동시간
이나 업무내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③재류기간이 6 개월이므로 6 개월마다 입국관리소에 가서、재류기간을 갱신하게 됩니다.
고용주에게 신뢰를 받아 그대로 고용이 되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비자로
변경해서 일본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난민인정신청을 해서 2 년정도 지나 「불인정」이 나온 사람으로 、그래도 일본에서
재류하고 싶은 사람은、「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불인정⇒이의신청
기각】의 일련의 수속을 이전에는 몇번이고 반복할 수 있었으나 2017 년부터는 최장 2 년
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학・실습생으로 난민신청
「기능실습」이나「유학」비자를 가진 사람이 난민신청을 할 경우、입국관리시설에
강제수용되게 됩니다. 위장난민신청자의 급증을 막을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모국의 TV 에서「일본에 가면 매월 35 만엔은 벌 수있다」등의 얘기를 믿고、에이젼트에게
지불할려고 친척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서 유학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이 허가된 자격외 취로비자로는 주 28 시간밖에 일할 수 없어서、돈이 궁해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학비자나 실습생비자로 난민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장래를 찬찬히 생각해서、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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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 피해자의 힘이 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049－269－6450
①DV 피해자가 후지미노 제교류
센타로 도망쳐 온다,

④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 쉘터에서 보호한다
자립지원

이야기를 잘 들어본다

・일본어지도
동행

긴급이라고 판단한 경우

・재판소나 입국관리소

・고민사항 상담 ・육아상담

・일자리찾기・교육상담 ・의료상담
・시야쿠쇼와 연계
일시보호시설의
의뢰를 받아서

②관계기관에 연락・상담

・아파트를 찾음

⑤쉘터퇴소

③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한다

가정방문

★「히라가나연습장」이 생겼습니다

『외국어인권상담다이알』

０５７０－０９０９１１
아파트입주를 거절당했다, 문화적인
차이가 수용되지 않는다、결혼문제로
고민하고 있다…이런 고민이 있는 분
안계신가요? 법무성에서는 각국어에
대응하는 인권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FICEC 의 일본어교실에서는「히라가나를 쓸
수 있게 되었으면」하는 성인학습자를 위해서
【히라가나연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연습장에는 배운 히라가나를 사용한 간단한
단어 페이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일러스트를
많이 사용하여 모국어와
관계없이 히라가나학습

●접수시간／
평일 9:00～17:00
（전화비용이 들어감）
●대응언어／
영어･중국어・
필리핀어・포르투칼어・
베트남어･ 한국어

이 가능하도록 연구
했습니다. 꼭 일본어교실
에 참가해 공부합시다.
◆일본어 교실
매주목요일
10:00～12:00

◆후지미시 국제포럼
매년 일본대북의 연주로 시작하는「세계」에 접하는 이벤트입니다.
FICEC 도「놀이코너」「외국인의 주장」등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회장／후지미시문화회관

키라리☆후지미１층 멀티홀

★일시／10 월 7 일（토）11:30～15:30

◆ 제 8 회 배드테니스 대회개최
후지미시발상의 신 스포츠。스폰지볼을 사용해서 배드민턴코트에서 시합을 합니다.
★회장／후지미시립 종합체육관
※신청・문의

★일시／11 월 5 일（일）접수 9:30、시합개시 10:00

후지미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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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251‐2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