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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상속이란 배우자나 친척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상속에는 법률로 상속인과 지정된 

법정상속인과「법정상속인 이외의 증여」가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에는「상속인 대상이 되는 

범위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외국국적인 분도「상속인의 범위와  

순위」에 해당되면 상속인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일본국적 

이라면 일본의 법률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재산을 상속하는 권리는 

외국국적이어도 일본국적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에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상속의 내용은 가지각색으로 피상속인이 어떤 사람이었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현금이나 예금, 건물이나 유가증권 등을 

상상합니다만 의무나 리스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가의 

세대주인 경우 밭이나 산림처럼 상속함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할 의무나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빚이나 론변제 등의 마이너스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계약행위입니다. 

상속받는 재산이 마이너스가 크든지 장래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되는 

의무가 생길 경우 또는 남편이 사망함으로 모국에 돌아갈 경우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계약행위이므로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속（또는 상속포기）을 받을 때는 

법률 전문가나 친구에게 상담을 해서 안이하게 인감을 찍는다든가 사인에 응하는 일은 

피하도록 합시다. 

 

법률 전문가에 상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특히 상속인에 외국국적인 사람이 있을 경우는 보다 복잡하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는 변호사나 사법서사가 됩니다만 계약한 전문가가 없는  

경우는 「법테라스(무료 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 

의 무료법률상담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번역이나 통역이 필요할 경우 유료입니다만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FICEC）도 도와드립니다. 마음 편히 상담해 주세요. 

상속대상자 순위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재산의 1/2)  

자녀・손자 

（자녀가 없는 경우  손자） 
1 위 

부모 

（부모가 없을 경우）조부・조모 
2 위 

사망자의 형제 자매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조카・질녀 
3 위 

 

「상속문제」는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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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처는 외국국적시민입니다. 딸이 있고 올해 초등학교 1 학년이 됩니다. 방과후나 주말에 

딸의 숙제나 공부를 봐 줄 교실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교실은 있습니까. 

사이타마현내에는 일본인보란티어에 의한 무료 학습지원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응원네트워크사이타마（https://kodomoouen.pref.saitama.lg.jp/map/shien ）」나 

아스포트（https://kodomoshiennet-asuport.net/）의 홈페이지에서 자택에서 가까운 교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FICEC 의 국제어린이클럽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 시에서 12 시까지 많은 외국적 

어린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재류카드나 패스포트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류카드는 16 세 이상인 외국인이라면 항상 휴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나 패스포트를 

잃어버렸으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유실신청서」을 내고 「수리증명서」를 받아 주세요.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자기나라의 대사관에서 재발행 신청을 해 주십시오 

재류카드는 분실하고 나서 14 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서 재발행교부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소중하게 보관하세요. 

    

 

 

 

 

 

 

「일본 3-DAY MARCH」 
일본의 가을 풍경을 같이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홍보『후지미』가 
다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11/ 

당일 참가도 가능합니다 

홍보지는 지역의 사정이나 시의 서비스등 

중요한 정보가 가득. 

후지미시에서는 홍보지를 다언어로 핸드 

폰이나 노트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QR 코드에서 어플리를 다운로드 받든지 

브라우저판에 억세스 해 주세요. 

생활상담접수 

월～금 10:00～16:00 
 

매월제 1 일요일 오후 2 시부터 개최합니다. 

 90 분간 영어만으로 회화를 즐길 수 있는 

 모임입니다. 차라도 마시면서 친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일시／11 월 6 일(일) 14:00～15:30 

●장소／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참가비／500 엔（간식비） 

●정원／12 명 

●申込み／049-256-4290 

 

10 만명이 모이는 국제 워킹 제전입니다. 
히가시마츠야마를 중심으로 한 자연 풍경이 
좋은 지역을 걷습니다 

50・40・30・20・10・5 킬로미터 코스가 있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스에 따라 스타트 시간이 다릅니다. 

상담이모저모 

https://kodomoshiennet-asuport.net/）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