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러분, 일본을 방문하시는 외국인 여러분께

2016년4월1일부터
외국인입국기록·재입국출입국기록 양식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출국기록이 폐지됩니다!
개정의 개요

새 양식에서는 ‘국적ㆍ지역’, ‘성별’, ‘여권번호’ 등의 기재 항목 중 일부를 삭제함과 동시에 외국인 입국
기록에서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뒷면에 있었던 ‘질문 사항의 회답’ 및 ‘서명’란을 앞면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재입국 출국 기록에서는 종래처럼 ‘재입국 허가’ 또는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입국 의사의 유무에 대해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http://www.immi-moj.go.jp/

새로운 양식의 외국인입국기록

뒷면의 질문사항에
대한 회답란이 앞
면으로 이동하였습
니다.
반드시 해당 사항
한 가지에 □ 표시
를 해 주십시오.
뒷면의 서명란이 앞면
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새로운 양식의 재입국출입국기록

출국예정기간
란의 해당 사
항 한 가지에
반드시 □ 표
시를 해 주십
시오.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반드시 해당 사항 한 가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재입국을 희망하는 분은,

●유효한‘재입국허가’를 소지하신 분 중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 예정이 없는 분은,

개정의 포인트
구 양식으로부터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입국 입국 기록

외국인 입국 기록

●‘국적ㆍ지역’, ‘성별’의 삭제
●‘국적ㆍ지역’, ‘성별’의 삭제

●‘생년월일’란의 서기란을 2자릿수에서 4자릿수로 변경

●‘생년월일’란의 서기란을 2자릿수에서 4자릿수로 변경

●‘소지금’에 대한 질문을 삭제

●‘소지금’에 대한 질문을 삭제
●‘직업’, ‘여권번호’, 도항 목적의 ‘경환습’의 삭제

재입국 출국 기록

●‘일본 체류 예정 기간’란의 연월일칸을 삭제
● 뒷면의 질문사항 회답란 및 서명란을 앞면으로 이동

●‘국적ㆍ지역’, ‘성별’의 삭제
●‘생년월일’란의 서기란을 2자릿수에서 4자릿수로 변경
● 기재 항목(‘출국 예정 기간’)을 추가
● 재입국 의사 표명란의 변경(자세한 내용은 아래 Q3을 참조)

양식 변경에 대한 Q&A

Q 1 : 지금까지 사용해 온 양식은 사용하지 못하나요?
➡Ａ：외국인입국기록 및 재입국출입국기록 모두 당분간 계속해서 이전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2 : 지금까지의 재입국출국기록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재입국 의사 표명은 어디에 □ 표시를 하 는 것이 좋습니까?
➡Ａ：이전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이전 양식의 재입국출국기록 [3종류]

이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뒷면으로

Q 3 : 재입국 예정의 경우 출국 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인지 재입국허가 간주에 의한 출국인지 앞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나요?
➡Ａ：ED카드에 기재된 출국예정기간에 의거해 입국심사관이 판단해 수속을 하게 되므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본인의 희망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4 : 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재입국허가’ 소지 외국인이 재입국 예정이 없음에도 재입국출국 기록을
제출해야만 하나요?
➡Ａ：중장기재류자의 경우 주민기본대장제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입국 의사의 유무에 대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Q 5 : 4월1일이전에 새로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Ａ：3월31일까지는 새로운 양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평일 8：30〜17：15)

0570−013904（IP전화·PHS·해외에서는

또는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03−5796−7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