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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핸드북의 이용방법

○이 핸드북은 일본거주 외국인이 오사카에서 살면서, 일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있

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2022 년 9월 시점의 것입니다.

○설명 내용은 개략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각 관련기관에 직접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리스트에 특별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어로만 응하고 있으므로, 문의 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この事業は宝くじ普及広報事業費の助成を受けて

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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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출두 또는, 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에 우송으로 법무

대신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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