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직이 된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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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ronavirus)의 여파로, ‘일이 줄면 어떡하지’, ‘해고당할 지도 몰라…’ 등 일에
관한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일본의 제도를 알아두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일본인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일본어”로 청년층 및
외국인에게 노동 상담을 하기 위해 NPO “POSSE”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도 돈도 없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NPO 법인 POSSE 의 이와하시 마코토입니다. 오늘은 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과 함께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테마파크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청소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10 만엔 받았습니다. 하지만 2 월이 되자 호텔 투숙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하는 날도 줄어들었습니다. 호텔 일은 근무일이 적어져서 그만두었습니다. 얼른 다음 일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에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있습니다. 집세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지불하기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일본인도 외국인도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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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도가 있습니다.

●일이 없다 ->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둔 사람은 새로운 일을 구할 때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해서는
헬로워크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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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둔 사람은 새로운 일을 구할 때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급여의
50%~80%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이나 지금까지 받은 급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 등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해서는 헬로워크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할 때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일을 그만두십시오”라고 하기
전까지 최소 6 개월간 일본에서 일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한 경우는 최소 1 년간 일본에서 일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1 월이나 2 월에
일본에 오신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받는 기간은 일본에서 일한 햇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90 일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다 -> 빌릴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급여가 줄고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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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곳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아르바이트, 파견 근무, 외국인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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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소액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1 주일 정도 안에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최대 10 만엔 빌릴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학교가 휴교를 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최대 20 만엔 빌릴 수 있습니다. 상환 금액은 빌린 금액과 같습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보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을 쉬고 급여가 줄어든 사람이 빌릴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빌릴 수 있습니다.
②일이 없어진 사람이나 급여가 줄어든 사람은 “종합지원자금 생활지원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1 인
가구인 경우 45 만엔,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60 만엔 빌릴 수 있습니다. 상환 금액은 빌린 금액과
같습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보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도쿄도는 신청하면 20 일 안에 빌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재류 자격이든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수입과 예금 등을
확인합니다. 돈을 상환할 때까지 일본에 있을 수 있는지, 당신의 재류 기간도 확인합니다. 긴급 소액
자금은 빌린 후 3 년 이내, 생활지원비는 빌린 후 11 년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복지협의회가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세를 낼 수 없습니다 ->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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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를 낼 수 없는 경우 3 개월간 (최대 9 개월까지), 집세를 지원합니다 (주거 확보 급부금). 거주하는
곳의 “자립상담지원기간”에 상담해 주십시오. 장소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관공서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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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분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거주하는 분은 53,700 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가 곤란하다 -> 생활 보호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활 보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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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곳의 관공서에 상담해 주십시오. 외국인도 생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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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 “정주(定住)” 등, 제한된 자격인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로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분은 POSSE 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에게 “안전망”은 없는 것인가
생활이 곤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상담에 대응하며 느끼는 점은, 이러한 제도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선,
“긴급 소액 자금” 등의 지원책 명칭. 어떤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일본인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지원책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일본어로밖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이라는
입장의 곤란함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늘고 있는 상담 내용은 “올해 1 월, 2 월에 일본에 왔는데
4 월부터의 수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어학 강사 분들입니다. 해고되었을 때
필요한 제도는 “실업 급여”이지만, 실업 급여는 6 개월 이상 일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어학 강사
분들은 취업 기간이 부족하여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대출 밖에
없습니다. 대출도 일본에서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보호”는 영주권자 등이 아니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절반 정도입니다.
(2019 년 6 월말)
즉,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외국인, 농업이나 어업,
공장에 꼭 필요한 외국인의 대부분에게는 “최후의 안전망”은 없습니다. 일본은 특히 최근 수년간, “인력
부족 해소”의 명목으로 많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러한 문제가 더욱 명확해 졌습니다. 국적에 관계
없이, 일본에 살고 있는 모두가 생존을 위협받지 않는 국가를 재건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회
전체가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元の記事（日本語）：
岩橋誠（NPO 法人 POSSE）,「もうお金がありません」コロナで無職……外国人労働者の現実
(朝日新聞 withnews, 2020 年 4 月 10 日)
https://withnews.jp/article/f0200410007qq000000000000000W0ej11101qq000020871A?ref=r_sns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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