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소에서는 행정서사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당신이 일본에서 살기위해서는?
현재, 많은 외국인이 일본에 살면서
또, 앞으로 일본에 와서 살고싶다고

일을 하거나, 학교에 통학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외국인도 많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기위해서는「출입국관리와 난민인정법」(이하「입관법이라고 칭함」)
에 정해진 27의재류자격의 어느것에 해당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재류자격을 크게 구분해보면

①
②
③

무슨일이든 가능한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등
입국관리국이 인정한 범위의 일만 가능한 예술, 기술, 국제업무 등
원칙적으로 일하는것이 불가능한 유학생,가족체재 등
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자격을 얻기위해서는 어떤 수속이 필요할까요?

2.

당신이 재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살기위해서는, 입국관리국에「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이란 서류를 제출해서
「재류자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자격을 받기위해서는, 일본에 재류하려는 분의 여권, 사진이외에
① 취로비자 이라면, 고용계약서, 고용되어지는 회사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취학비자 이라면, 입학허가서, 재류비용의 지출증명 등
이 필요하며, 입국관리국은 이들 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재류자격을 인정합니다.
신청에는 많은 기재사항이 있는 신청서와 신청내용을 증명하는 많은 서류를 준비, 첨부해야만
비로서 신청이 받아들여 집니다.

3.

당신이 재류자격을 얻기위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것
저희들은, 일본에 재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당신과 같은 많은 외국인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재류자격에 따라 허가조건과 필요서류가 다르며, 당신의 조건이 신청내용과 일치하는지,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를 어드바이스 해 드립니다
② 당신은, 재류에 관한 신청을 위해 입국관리국의 카운터에 가야만 하며, 수속은 번잡하고
언어의 불안과 일을 쉬어야만하는 번거로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행정서사 중에서도「신청처리 행정서사」로서 입국관리국에 등록있으므로
상기의 어려운 수속을 당신을 대신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당신이 재류하기위해서 필요한 비용
입국관리국의 각종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1) 입국관리국의 신청수수료
①갱신, 변경허가
②영주허가
③재입국허가
1회
④취로자격증명서 교부
(2) 당 사무소의 신청대행 수수료

4,000엔
8,000엔
3,000엔,
1,200엔

수차

6,000엔

당신의 조건과 신청내용에 의해 금액이 달라집니다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88,000엔 부터
②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
88,000엔 부터
③재류기간갱신허가 신청
33,000엔 부터
④영주허가 신청
110,000엔 부터
⑤귀화허가 신청
220,000엔 부터
⑥저희와의 상담료 1안건당
5,500엔 부터
상기 금액은 법정 소비세・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는 변경됩니다.

5.

저희들에게 문의시 연락처

〒.101-0021
東京都千代田区外神田1丁目５番８号

末初ビル５階

세무사・행정서사 오츠카 사무소
전화
03（3526）5081(대표)

FAX

03（3526）5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