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7월15일「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기하여 일본의국적을 
이탈한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이　공포되어,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2012년 7월(주)부터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주) 시행일은 정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는 법무 대신이 외국인분들의 체류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로, 이 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적법하게
　체류하시는 외국인분들에게 더욱 향상된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　중장기간 적법하게 체류하시는 외국인분들에게는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또한 근무처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편
　체류기간의 상한을 지금까지의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하고,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 수속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게 되는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제도의 도입 등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됩니다.

일본에 체류하시는 외국인 여러분께일본에 체류하시는 외국인 여러분께

새로운 체류관리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法務省入国管理局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ko

2012년7월  출입국관리법이 바뀝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스타트!

포인트 1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포인트 ２ 체류기간이 최장 5년이 됩니다.체류기간이 최장 5년이 됩니다.

포인트 ３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제도가 도입됩니다.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포인트 ４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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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갖고 적법하게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시는 외국인 (이하「중장기 체류자」라고 합니다.)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1~6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1.  체류기간이 「3개월」이하로 결정된 사람

2.  체류자격이 「단기체재」로  결정된 사람

3.  체류자격이 「외교」 또는「 공용」으로 결정된 사람

4.  1 ∼ 3의 외국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성령으로 정해진 사람 (주)

5.  특별영주권자 

6.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구체적으로는 일본인과 결혼하신 분이나 일본계분 (체류자격이「일본인의 배우자」등 

이나 「영구정착인(기화자)」), 기업 등에 근무하시는 분 (체류자격이 「기술」이나 

「인문지식・국제업무」등), 기능 실습생, 유학생이나 영주권자가 대상이며, 관광목적으로 

　일본에 단기 체재하시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 특정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결정된 자로, 아동 관계 협회의 본부사무소 직원 혹은 주일 

팔레스티나 총대표부의 직원 또는 그 직원과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지정된 

자를 결정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체류카드는 중장기체류자에 대해 상륙허가나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체류기간의 갱신 허가 등 
체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교부되는 것입니다.

 (주) 본 이미지 그림은 검토 단계의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체류카드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Ｉ
Ｃ팁이 탑재되어 있으며 카드면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록됩니다.

（카드 뒷면）

주거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새로운 주거지가 기재될 
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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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앞면）

「체류카드」는 어떤 카드인가?

포인트 1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체류카드에는                          이 있습니다.「유효 기간」「유효 기간」

체류카드의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살 이상인 분

영주권자      교부된 날로부터 7년간
영주권자 외      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16살 미만인 분
영주권자    16살 생일까지
영주권자 외    체류기간의 만료일 또는16살 
                             생일 중 빠른 날짜까지

체류기간 갱신허가신청•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신청 중이라고 기재될 난입니다.

※ 신청 후 갱신 또는 변경허가가 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의 내용이 기재될 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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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의 상한이「3년」인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이「5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과 결혼하여「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시는 
분의 경우 지금 현재의 체류기간은「1년」또는 3년」이지만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 후에는 최장 체류기간으로「5년」이 부가됩니다.

유효한 여권 및 체류카드를 소지하시는 외국인분이 출국 후 1년 이내에 (주)
재입국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로 출국하신 분은 그 유효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출국 후 1년 이내에 (주) 재입국하지 않으시면 체류자격이 실효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체류기한이 출국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체류기한까지 재입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대로 재입국 허가를 받아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의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에 의해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신고 방법이 변경됩니다. 주거지가 새롭게 정해진 경우나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대로 시구정촌(市區町村))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 입국 
관리관 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 등의 
취업자격이나 「유학」등의 공부를 위한 자격이신 분은 
소속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일본인 배우자」나 「가족 
체재」등 의 체류자격이신 분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하신 등의 경우에,  지방입국관리관소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 체류자인 분의 「외국인등록증명서」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 후, 일정 기간
「체류카드」로 간주되기 때문에 체류카드가 교부될 
때까지 계속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관리국

시청

포인트 ２ 체류기간이 최장 5년이 됩니다.체류기간이 최장 5년이 됩니다.

포인트 ３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제도가 도입됩니다.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포인트 ４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주거지그 외



입국의 심사

주거지의 (변경) 신고

체류심사

주거지를 정하신 후 14일 이내에 주거지를 시구정촌으로 신고하십시오.

이 후,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입국심사 때 체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은 분은 주거지 신고를 함으로 후일 체류카드가 

송부됩니다.)

성명 등의 변경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을 변경하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

「기술」 등의 취업자격(「예술」,「종교」 또는「 보도」를 제외함) 이나「 유학」등의 공부하기 
위한 자격 →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입국관리관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가족체재」,「특정활동(C)」,「일본인 배우자」 및「영주권자 배우자」등 중에서 배우자에 
관한 사항 →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하신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류카드의 재교부

분실, 도난, 멸실, 심한 훼손 또는 오손 등의 경우에는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재교부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외의 이유로 인한 체류카드의 교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재교부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실비 

상당의 수수료가 부담됩니다.

※시구정촌 창구로 신고하러 오실 때는 꼭 체류카드(체류카드가 후일 교부될 분은 여권)를 가지고 
오십시오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을 찍음과 동시에 중장기 체류자인 분에게는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특정 공항 해항에만 해당)

체류기간 갱신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받으실 경우, 중장기 체류자 

분에게는 체류카드를 교부합니다. (여권에는 체류에 관한 허가의 증인을 

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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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따른 절차의 흐름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따른 절차의 흐름

※영주권자인 분들은 체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수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는 이쪽으로】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 평일８：３０∼１７：１５
０５７０－０１３９０４（ＩＰ전화·ＰＨＳ·국제 전화：０３－５７９６－７１１２）

        주의사항!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체류자격의 취소 사유, 강제송환 
사유, 벌칙 등이 제정됩니다. 

・ 체류자격의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특별허가를 받았을 때
・ 배우자로서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며 
체류할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때

・ 강제송환 사유

・ 체류카드를 위변조 하는 행위
・ 허위신고 등으로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경우

・ 벌칙

・ 중장기 체류자의 각종 신고에 관해서 허위신고·신고의무 위반, 체류카드의 
수령·휴대·제시의무 위반을 하는 것
・ 불법취로 조장죄의 재검토 
・ 체류카드의 위변조 등의 행위를 하는 것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 후 당장 체류카드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개정법의 시행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중장기 체류자인 분이 지금 갖고 있는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됩니다.

영주권자 외국인인 분의 구체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도 도입 후 

체류기간 갱신 등의 수속을 할 때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영주권자인 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 후,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체류카드 교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Q . 지금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당장 체류카드로 
바꾸어야 합니까?Q A＆Q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