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5 월 27 일 현재 

기능 실습생이나 특정 기능 외국인 등이 현재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재류 자격을 일할 수있는 별도의 자격《특정활동(취업가능)》으로 변경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해고된 외국인 정보를 직업 소개기관에 알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찾게 합니다.  

○대상자: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해고되어 실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기능 실습생, 

특정 기능 외국인 등.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4_00008.html 

 

[입관 특별법]  

신청 접수 기간 심사 결과 수령 기간 등 연장 

○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 등 접수를 재류 기간으로부터 3 개월 

후까지 연장.  

○ 대상자: 2020 년 3 월, 4 월, 5 월, 6 월 또는 7 월중에 재류 기간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content/001319640.pdf 

  입관에 서류를 제출 후 

○ 「재류 카드」에 써있는 재류 기간으로부터 5 개월 후까지 결과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Ⅰ――――――――――――――――――――――――――――――――――Ⅰ 

재류 기간(마지막 날)                     5 개월 

｜       이 기간은 수취할 수 있습니다      ｜ 

 ※「특정활동(출국준비)」의 재류 자격자는 특별한 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국에 돌아갈 수 없을 때는 재류 기한 전에 입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content/001319640.pdf#page=2 

 

일본에 올 때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에 써있는 날부터 6 개월이 넘기 전에 

사증(비자)를 받아 일본에 입국합니다.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content/0013169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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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 곤란한 사람에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귀국이 곤란한 사람에게 재류, 취업 등을 계속할 수 있게 허가.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content/001315948.pdf 

 

 

〇고등교육 수학지원에 대하여 

신청방법:장학금 센터나 학교에 상담 바랍니다.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a_menu/koutou/hutankeigen/1420041_00003.htm 

 

〇국민건강보험, 후기 고령자 의료, 개호보험, 국민 연금 보험의 보험료 

신청방법: 거주하는 시청 담당과에 상담 바랍니다. 

1.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jigyounushi/page11_0000

1.html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의료, 개호보험） 

https://www.mhlw.go.jp/stf/newpage_11308.html （국민연금 보험료） 

 

〇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제도에 대하여 

콜센터：0120-46-1999（매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9 시까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seikatsu-fukushi-

shikin1/index.html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으므로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주거 확보 급부금의 대상 범위 확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073432.html 

회사경영이나 근무하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yufukin/pageL07.html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비즈니스를 계속하기 위한 자금에 대하여: 

https://www.meti.go.jp/covid-19/jizokuka-kyufuk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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