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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능력 활용 집단 

 

입국 관리국제 법률 협회의 목표 

"상호 이해와 공생 '이라는 이념을 내걸고 널리 일본인 (단체) 및 외국인 (단체)을 대상으로 사회 

교육에 

관련 사업, 국제 교류에 관한 사업, 재일 외국인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1. 국제 업무 경험자 및 다른 자격들과의 협력 지원 사업 

회원은 경험자를 포함한 다른 업종의 자격자와 협력하여 실무 능력 향상, 

직역 확대를 꾀할 수있다. 

 

2. 작업장 · 상담회 등에 의한 전문적인 지식 향상 

각종 강습회 및 상담회에 참가하여 새로운 동향 및 제도 개정 등 

법률 정보의 이해가 깊어 질 수있다. 

 

3.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 

회원이 다룬, 혹은 과거의 구체적인 사례 등 정보 공유있다. 

 

4. 미래 사업의 활용, 통역 · 번역 전문사 연수 프로그램 참여 

협회가 향후 수행 통역 · 번역 전문사 양성 프로그램을 수강함으로써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여 취업 · 재류 활동 등에의 활용을 도모. 

                                                                                        

          신청시： 

멤버스 카드 작성 · 발송 실비 500 엔이 필요합니다 
입회 신청, 자료 송부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静岡県浜松市中区蜆塚三丁目 18 番 33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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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53-456-0151 

FAX : 053-458-0249 

e-mail : info@ilai.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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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일본은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일본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규칙을 지켜 머물 수 있도록, 입관 법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와 일선 결혼 생활은 계속되고 있는지 등을 입국 관리국이 언제든지 

알게하기 위해 다양한 신고를하여야 않습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나 수입이 많은 사람 등은 

포인트를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통역사를 통해,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게 올바른 입관 법의 

지식을 전파하거나 여러가지 신고를 제대로 지원을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기회를 제공 취업 지원 등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하여 입관 법이나 일본의 여러가지 제도의 올바른 지식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업무 지식을 입은 여러분이 다른 외국인에게 지식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리더를 키우는 것도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일본인과 외국인의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 '입니다. 

여러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협력을 추진해 삶의 향상을 함께 목표로하면서, 안심 · 

안전하고 활력있는 지역 사회에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 

 

(1) 외국인을 둘러싼 환경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2) 사회 교육을 추진하는 자료의 수집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3)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각종 강좌,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사업 

(4) 재일 외국인에 대한 강좌 개최 등의 지원 사업 

(5) 외국인의 재류 자격, 노동, 생활 등에 관한 상담 사업 

(6) 외국인의 체류 수속, 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7) 외국어 번역, 통역에 관한 사업 

(8)이 법인의 활동에 관한 홍보지 등의 발행에 관한 사업 

(9) 기타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