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피난민 수용에 관하여 
 

키시다 수상이 3 월 2 일 러시아의 군사침공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제 3 국에 대피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방침을 표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벳푸시에게 요청했을 경우에 시영주택 제공이나 생활지원 

등 시가 최대한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벳푸시는 3 월 8 일 정부에게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수용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벳푸시장 메시지 2022년 3월 8일 

벳푸시장 나가노 야스히로 

벳푸시는 국제관광 온천문화도시로서 코로나 19 가 퍼지기 전에는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관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 

유학생이 많은 국제적인 대학교도 있고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의 교류 

터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이번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러시아 군사침공으로 인해 일본으로 

대피하게 된 우크라이나 피난민에 관해서는, 나라가 우리 시에게 

수용을 요청했을 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영주택이나 생활지원 제공 

등의 수용 체제를 점차 정비하겠습니다. 

또 일본적십자사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국내 및 주변국에서의 



구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 년 5 월 31 일 까지 시청, 출장소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우크라이나 인도위기 구원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피난민 지원내용 

o 생활지원(집, 식량, 의류품, 가구, 전기제품 제공, 생활상의 등) 
o 임산부, 유유아, 아동, 장애자, 고령자 등이 포함될 경우에 필요하게 

될 지원(검진, 취학, 노인간호 지원 등)  
o 의료지원(건강진단, 백신 접종 등) 
o 언어 지원(통역 수배, 번역 등) 

벳푸시 우크라이나 긴급지원 기부금 

벳푸시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금(가칭)’을 모읍니다. 협조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벳푸시 우크라이나 긴급지원 기부금에 관하여 

*외국어 번역이 없습니다. 웹번역을 써 읽으세요. 

언어(통역, 번역)지원자 모집 

https://www.city.beppu.oita.jp/bousai_syoubou/bousaijyouhou/ukraine/sienkin.html


우크라이나에서 온 분들을 도와주실 통역, 번역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언어지원자 모집에 관하여 

*영어 번역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관하여 

우크라이나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쪽을 참조해 보십시오. 
(모든 항목이 재 우크라이나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로 갑니다.) 
o 우크라이나 개요 
o 제목 1.역사 2.영화 3.종교 4.지리 5.일상생활 6.식사 
*외국어 번역이 없습니다. 웹번역을 써 읽으세요. 

대피를 위해 일본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국적자의 

재류자격 

대피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일본에 ‘단기체재’ 재류자격으로 입국한 

분은 취업가능한 ‘특정 활동(1년)’으로의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출입국 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o 일본에 재류중인 우크라이나 분들께 
*영어, 로어, 우크라이나어 판이 있습니다. 

 

기타 

https://logoform.jp/form/ktEY/85021
https://www.ua.emb-japan.go.jp/files/000504844.pdf
https://www.ua.emb-japan.go.jp/itpr_ja/00_001178.html
https://www.ua.emb-japan.go.jp/itpr_ja/00_001179.html
https://www.ua.emb-japan.go.jp/itpr_ja/00_001180.html
https://www.ua.emb-japan.go.jp/itpr_ja/00_001181.html
https://www.ua.emb-japan.go.jp/itpr_ja/00_001182.html
https://www.ua.emb-japan.go.jp/itpr_ja/00_001183.html
https://www.moj.go.jp/isa/support/fresc/ukraine_support.html


현재 식량이나 생활용품 등의 기증, 주거 제공등은 받지 않습니다. 

기증을 받을 때에는 여기서 알리겠습니다. 

문의처 

방재위기관리과  
〒874-8511 벳푸시 카미노구치쵸 1-15(시청 2층) 

전화：0977-21-2255 

메일：u-ukeireshien@city.beppu.lg.jp 

 

문화국제과(영어, 한국어, 중국어) 
〒874-8511 벳푸시 카미노구치쵸 1-15(시청 4층) 

전화：0977-21-1131 

메일：int-ma@city.beppu.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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