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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긴급시의 대응과 상담창구

Ⅰ-1

가정용 긴급연락처 리스트

경찰



110

화재



119

구급차



119

자주 가는 병원



근처의 병원



가스 누출



수도 수리업자



가장 가까운 간사이전력회사 영업소



총영사관・대사관



학교・근무처



자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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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긴급사태（화재・급환・범죄）
１．화재（119・영어도 가능함）
화재가 나면, 바로 인근주민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십시오. 건물 안에
화재통보기（비상벨）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１１９번에
전화를 걸어, 당황하지 말고 화재가 났다는 것과 본인이 있는 장소를 알려
주십시오. 불이나 연기가 빨리 번질 경우에는, 즉시,안전한 장소로 피해 주십시오．
일본어 표현의 예
「가지데스。〇〇（주소）노 △△（이름）데스。」
「화재가 났습니다.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
「〇〇（주소）노 △△（이름）데스가, 도나리가 카지데스．」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이웃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２．급환・부상 등（１１９・영어도 가능함）
급환・부상 등으로 혼자서 병원에 못 가는 경우 １１９번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부를 수 있습니다．전화，구급차의 이용은 무료지만、 병원에서의 치료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또한 구급차는 병，부상의 증상이나 장소，시간대에 따라
적당한 병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병원을 지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약품이나 독물을 오음했을 경우는, 오음한 용기와 설명서를 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가든지, 또는 구급차를 불러 주십시오. 오음 후의 처치방법은 １１９번에
전화를 걸어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구급차 이용가이드）
https://www.fdma.go.jp/publication/portal/post1.html
일본어표현의 예
「큐우큐우샤오 오네가이시마스．〇〇（주소）노 △△（이름）데스．」
（구급차를 보내주십시오．（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
「〇〇（주소）노 ○○（이름）데스가 △△（다친 데）오 케가시마시따．」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 △△（다친 데）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소）노 ○○（이름）데스가 △△（아픈 데）가 이따쿠떼 우고케마셍．」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아픈 데）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소）노 △△（이름）데스가 치가 데떼이마스．」
「○○（주소）에 사는△△（이름）입니다. 출혈했습니다．」

３．범죄피해（１１０・영어도 가능함）
범죄에 말려들거나, 범죄를 목격한 경우에는, 바로 １１０번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연락해 주십시오. 자택이나 사무소가 도둑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현장을
그대로
두고 １１０번에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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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표현의 예
「타스케떼쿠다사이」（살려주십시오）
「도로보우데스」：（도둑입니다）
「스리니 아이마시따」（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나구라레마시따」（폭행을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본인을 잠복하여 따라다니거나，의무가 없는 면회나 교제를 요구，난폭한
언동，무언전화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스토커규제법」이 있습니다．피해를
입고 있는 분은 경찰에 상담해 주십시오．
【오사카부경찰본부 스토커１１０번】
 06-6９３７-２１１０
또한,배우자나 애인에게서 받는 폭력도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오사카부
여성상담센터에서는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폭력에 대한 상담이나
카운셀링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부 여성상담센터】
 06-６９４９－６１８１

４．신고에

대하여

공중전화로 １１０번，１１９번만은 무료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수화기를 들고
전화기 앞에 있는 빨간 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일부 「걸 수 없음」또는
「사용법이 다름」 ）전화기도 있습니다．）
또,핸드폰으로도 걸 수 있습니다. 핸드폰의 １１９ 또는 １１０를 눌러
주십시오．본인이 있는 장소와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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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몸의 부위

눈썹 MAYUGE

머리카락 KAMINO-KE

눈 ME
코 HANA

귀

머리 ATAMA

MIMI

얼굴 KAO
겨드랑이 WAKINO-SHITA

볼 HO-O
입

KUCHI

턱 AGO

팔 꿈치 HIJI

가슴 MUNE
팔 UDE

젖꼭지
CHIKUBI

손목 TEKUBI

배 HARA
배꼽 HESO

손 TE
성기 SEIKI
허벅지 MOMO
손가락 YUBI

무릎 HIZA

발 ASHI
발가락
TSUMASAKI

발뒤꿈치 KAK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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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식도 SHOKUDO

폐 HAI

심장
SHINZO

간장 KANZO
위I

신장 JINZO
소장 SHO-CHO
요도관 NYOKAN
대장 DAICHO

맹장 MO-CHO
방광 B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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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 재해에

대한

준비

１．태풍
태풍은 ７월부터１０월에 발생하는 폭풍우를 말합니다．
피해의 가능성
・ 바람에 날린 물건에 다쳐 부상을 입는다．
・ 폭우에 의한 산사태, 홍수.
・ 가옥의 침수.
・ 정전.
・ 전기로 급수펌프 모터를 가동하는 건물에서는 물이 안나오게 된다．
태풍은 기상정보로 예보되므로 기상정보에 유의해 주십시오.
태풍에 대한 준비
・라디오・ ＴＶ・인터넷 등에 나오는 기상정보를 주시하고, 태풍이 언제 어디를
통과하는지를 알아 놓는다．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면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음료수，비상식량，회중전등，휴대용 라디오 등 비상용품을 넣어둔 비상용 가방을
준비한다．
・인근의 피난소를 알아 놓는다．

２．지진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 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면이 크게
흔들리고, 가구가 넘어지거나, 가옥이 쓰러지는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해일이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① 집이나 건물안에 있으면・・・ ■테이블이나 책상밑에 숨어서 떨어지는 물건을 피한다．
■흔들림이 가라앉으면 가스렌지, 스토브 등의 모든 불을
끄고 가스벨브를 잠근다．
■옥외로 통하는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엘리베이터는 타면 안된다.
② 밖에 있으면・・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십시오．블록 담장 부근이나
처마 밑 등에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건물이 없는 광장 등,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
주십시오．
②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안전을 확인하면서, 자동차를
길가에 비켜 세워 주십시오. 한 번 흔들림이 멎어도 여진이 일어날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평소 준비
・무거운 가구나 책장 같은 것은 전도방지용 나사나 쇠사슬을 설치하여 주십
시오．
・ 화병이나 깨지기 쉬운 것은, 선반이나 침실 배갯머리에 두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음료수，비상식량，회중전등，휴대용 라디오 등 비상용품을 넣어둔 비상용 가방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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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재해에

관련한

정보의

입수

ＦＭ ＣＯＣＯＬＯ
７６．５ＭHｚ
NHK 제 2 방송
８２８KHｚ
ＮＨＫ라디오 제１방송
６６６ＫＨz
ＮＨＫ종합ＴＶ
1CH
NHK 월드뉴스（BS1、BS 프레미엄）
인터넷
NHK 월드
https://www3.nhk.or.jp/nhkworld/index.html
오사카 방재네트
http://www.osaka-bousai.net/pref/index.html

４．피난장소
피난소란 재해시 피난하는
놓도록 합시다．

장소입니다.

미리

자신이 사는 지역의 피난소를 확인해

당신이 사는 지역의 피난소는：

5. 비상용 지출품 리스트
구분
식료품

생활용품

확인

품명

구분

품명

음료수

회전전등

건빵・캔 등 비상식

휴대라디오

장갑

건전지

수건

양초/라이터

비닐봉지

군용나이프

화장지/물티슈

헬멧（방재용 두건）
기타

현금（잔돈）
휴대폰

간이화장실
물을 안 쓰는 샴푸

・

귀중품

확인

신발

예금통장 / 도장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

・

여권

구급의료품 / 상비약
필기도구

재류카드

겉옷/속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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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건강과

의료

II-1 의료（의료기관을 이용한다）
1. 일본의

의료

일본의 의료기술은 수준이 높기는 하나, 의사는 일반적으로 치료나 약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본인이 특히,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양말고
의사에게 물어주십시오．또한 진료시간은 짧습니다．
치과는 예약제가 일반적이지만, 그 밖의 병원에서는 거의다 선착순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일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진통제를 쓰는
경우가 적습니다．

2. 의료기관
종류
・의원，진료소, 병원（입원，검사설비가 갖추어져 있다）이 있으며, 특히 병명을 모르는
경우나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는, 일단 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지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료시간
・병원은 오전 중에만 진찰하는 곳도 있습니다．
・의원이나 진료소는 오전・오후의 진찰을 하는 곳이 많지만, 평일오후가 휴진일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
대부분의 의사는 다소한의 영어를 이해하지만, 문진표의 서류는 거의 다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경우에는, 본인의 언어로 씌여진 문진표를 사용하거나,
일본어를 아는 지인과 함께 가도록 합시다．
다언어 의료문진표：http://www.k-i-a.or.jp/medical/ （NPO 법인 국제교류 하티 코난다이
공익재단법인 가나가와국제교류재단）
진찰 절차
・접수：보험증을 가지고 의료기관의 접수처로 갑니다．이때 문진표에 증상，병력 등을
기입하고, 대기실에서 이름이 불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진찰：진찰실에서 진찰을 받고, 필요에 따라, 검사나 치료를 받습니다．
・회계： 약을 받고, 회계처에서 지불순서를 기다립니다．최근에는 처방전을 받아,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는 형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3. 입원
일본의 병원에는 개인실，2 인실，일반병실（４명부터 ６명정도）이
있습니다．개인실이나 2 인실의 요금은 일부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자기부담이
필요합니다．
입원기간은, 일반적으로 치료에 만전를 기하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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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원은 완전간호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병인을
붙이도록 병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충당됩니다．

4.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병원

외국어를 사용할수 있는 병원에 관해서는 오사카부의 인터넷정보 「오사카부
의료기관정보시스템」을 참조해 주십시오. 또, 오사카부「외국인용정보코너」나
AMDA 국제의료정보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부록Ⅸ-2）
오사카부의료기관정보시스템：
URL http://www.mfis.pref.osaka.jp/apqq/qq/men/pwtpmenult01.aspx

5. 야간휴일의

부상・병

야간이나 휴일에 부상을 입거나 병을 앓았을 경우, 근처에 있는 휴일응급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국어대응을 못 하기때문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지인과
반드시 함께 가십시오. 또, 정해진 일시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록Ⅸ-3）

6. 약
약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이나 진료소의 의사가 진단 후에
내는 처방전에 따라 약제사가 조제하는 처방약과, 다른 하나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시판약입니다. 약 종류에 따라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약에 따라서는, 제네릭약(후발 의약품)이라고 하는, 「신약（선발 의약품）」의
특허가 끝난 후에 판매되는, 신약과 같은 효과와 안전성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한 약을 처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 비해 가격이 쌉니다.
근처 약국 검색도 가능합니다.
⇒ 보험약국검색시스템（영어・중국어・한국어・일본어）URL http://kensaku.okiss.j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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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２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개호보험 등）
１．일본의

의료보험

일본의 의료보험은、 크게 분류하여 이하의 ２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어느 한쪽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또, 일본의 의료비는 비싸기는
하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기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3 개월을 넘는 재류자격이
결정되어, 주민등록
을 한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에 근무
하고 있다.

사회보험
＊회사 또는 회사가 소속하는
업계가 운영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회사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십시요.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분

회사 등에 근무
하고 있지 않다

국민건강보험
＊거주하고 있는 시정촌 등
이 운영하고 있다.

거주하고있는 각 시정촌
사무소의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확인하여 신청
해 주십시요

７５세 이상인 분은, 「후기고령자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3,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２.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3 개월을 넘는 재류 자격
이 있는 사람
(주민등록을
공용에 의한
있는 사람)

3 개월 이하의 재류자격이 있는 사람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한
사람,
재류자격이
흥행, 기능실습, 가족체재, 특정활동에 의한 3 개월 이하의
재류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3 개월을 넘게 일본에 체류가능하다고 시정촌이 인정한
사람

국민건강보험의 대상

하기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일본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오신 분 중에서
본국정부로부터의

사회보장가입에 대한

증명서가 있는 분

＊「특정활동」의 재류자격 중 의료목적으로 재류하는 분과 그 분을 보살피기 위해 재류하는
분
＊「단기체재」,「외교」의 재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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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절차
입국시，전입시, 자녀의 출생시, 사회보험 등을 중지했을 시

・가입시기
・필요한

자료

재류카드（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일본체류가 3 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가입자의 보험급부（받을
급부금의 액수나

수

있는

수속절차 등의

서비스）

상세한 사항은 시정촌의 담당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부록Ⅸ-1）
・의료비의 개인부담

가입자는 의료비의 ３할〔의무교육 취학전까지는 ２할， ７０세
이상

７４세 이하는 2 할（생일이 1944 년 4 월 1 일까지의 분은

나라의 특별조치에 의해 1 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분은

３할）〕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시의

식사비는 별도 자기부담금이 필요합니다.

또, 병실 차액 등은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 비용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한

・고액요양비

사람이

한달 동안에 같은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의

자기부담액수가 일정액을 넘었을때, 그

추가 비용은 나중에

지급됩니다．
가입자가 출산했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가 세대주에게

・출산육아일시금

지급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제비

장의를 하신 분에게 상제비용의 일부가

지급됩니다.
특정질환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특정질환

조성제도 등이 있습니다．

（３）보험료（세금）
보험료는 일률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구성，전년도의 소득 등에 따라 계산되며,

시정촌에서 알려 줍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입할 시정촌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부록Ⅸ-1 62 페이지）
보험료는 한 해에 수차례로 분할하여 납부합니다．보험료의 납부서가 우송되면
담당과의 창구，근처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편의점에서 납부해 주십시오．은행이나
우체국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창구에서

문의 해 주십시오．
또,

세대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전원 ６５세 이상으로, 세대주의 연금이

매달 15,000 엔 이상 있으면,개호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본인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실업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부 못 할 경우,
보험료의 감면（싸게 되거나, 특별히 납부하지 않아도 됨）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시정촌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교통사고나 타인에게서 부상을 당한 경우, 원래는 가해자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는 하나, 신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해자에게 보험자（시정촌）부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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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합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촌의 담당과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부록Ⅸ-1）

2018 년 4 월부터 오사카부가 시정촌과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을 하게 되어, 시정촌에
따라 다르던 보험료율과 보험료 감액기준 등에 대해서는, 오사카부내에서 통일되었습니다. 단,
6 년간 경과조치기간을 두었으므로, 이 기간 중에는 취급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정촌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３．후기고령자의료제도
일본에서는 ７５세 이상되는 분은 이제까지의 의료보험에서 빠져 새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외국인도 3 개월을 넘는 체류자격이 결정되어 주민등록
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또,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본체류가 3 개월 이상으로 간주되는 분은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하는 시정촌의 후기고령자의료담당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은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2．국민건강보험으로)
（1）가입수속절차
・가입수속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７５세 생일 전달에 광역연합으로부터 보험증을
보내오게 됩니다．
・６５세 이상 ７４세 미만인 분들도 신청에 따라, 일정한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거주하는 시정촌의
후기고령자의료담당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입자의 보험급부（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의료비의 개인부담
의료비의 １할을 부담（일정이상 소득이 있는 분은３할）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입원에 따르는 잡비 등은
보험대상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고액요양비
한달동안의 의료비가 고액인 경우, 신청을 하면 자기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상제비
사망시에는 상제비가 지급됩니다．
・조성제도
특정질환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의 조성（비용이 싸게 되는
등）이 있습니다.
상제비나 특정질환의 의료비조성의 수속절차는 거주하는 시정촌의 후기고령자의료담당
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보험료
도도부현마다 각각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험료는 본인의 가족구성，전년도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의 납부방법은 연금이 월액 15,000 엔 이상 있으며 개호보험료
를 합한 금액이 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경우는 연금으로부터 공제됩니다. 그 밖의
다른 분들은 납부서가 우송되므로 담당과의 창구，근교의 금융기관에서 납부해 주
십시오．
본인께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실업을 하여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료의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시정촌에 상담하여
주십시오．（부록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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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개호보험
일본에서는 나이로 인해 생긴 병 등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시정촌이
실시하는 개호보험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자
일본에 거주하는 ６５세 이상의 분（제１호피보험자）과 ４０세부터 ６４세 사이로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제２호 피호험자）이 개호보험가입자（피보험자）의 대상이
됩니다．외국인도 3 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하여, 일본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체류기간이 3 개월 이하인 분도 3 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2)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분
■「６５세 이상인 분（제１호 피보험자）」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인지증으로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요개호상태） 임을 시구정촌에서 인정받은 분．
・상시적인 개호의 필요는 없으나 몸차림 등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상태
（요지원상태）임을 시구정촌에서 인정받은 분.
■「４０세부터 ６４세까지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있는 분（제２호피보험자）」이면서
초로기의 인지증，뇌혈관질환 등 가령이 원인인 １６종류의 병으로 인해
요개호상태나 요지원상태로 되었다는 것을 시구정촌에서 인정받은 분.
(3) 이용가능한 서비스
■재가서비스 (「요지원」이신 분 대상의 개호예방서비스를 포함）
・방문개호（홈헬프서비스）홈헬퍼가 방문하여 생활원조 및 신체간호를 한다.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요양상황의 확인과 지도, 진료의 보조 등을
진행한다．
・통소간호（데이서비스）일일 데이서비스센터에서 입욕・식사、기능훈련을 받는다．
・단기입소생활개호（쇼트스테이）
・특정시설입거자생활개호 등
■시설서비스
・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항상 개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재택생활이
곤란한 사람(원칙적으로 요개호 3 이상인 분)이 일상생활상의
도움，기능훈련，간호개호 등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기능훈련이나 간호，개호가 필요한 사람이 재택복귀를
지향하는 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개호나 기능훈련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설．
・개호의료원 장기적 의료와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에게 일상적인 의료상의 관리와
일상생활을 돕는 시설.
※시설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요지원」인 분은 이용못합니다．
■지역밀착형서비스（「요지원」사람용 개호예방서비스를 포함）
(4) 보험료의 납부방법
■６５세 이상인 분（제１호피보험자）
・노령・퇴직연금 등이 매월 15,000 엔 이상인 분은 연금으로부터 공제，기타 다른
분들은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등 직접 시정촌에 납부합니다．
■４０세부터６４세까지의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제２호피보험자）
・가입하신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포함하여 일괄해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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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료의 부담
・간호보험으로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비용의 １할 또는
2 할(소득에 따라 다름)을 부담 합니다．또한 시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비용 이외에
거주비・ 식비 등도 부담합니다．
・매달의 부담이 너무 비싸지지 않도록 본인 부담액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고액개호서비스비의 지급） 특히 소득이 낮은 분은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상한을 낮게 설정하고 있으며 또 거주비・식비도 싸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6) 개호상담창구
개호보험과 관련한 수속，이용가능한 서비스 등 상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각
시구정촌의 개호보험 상담창구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부록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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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

건강관리

일본에서는 행정，기업 등이 여러가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병의 예방，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은 무료 혹은 싼 비용으로 진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방，조기발견은 비용면에서 보아도 유리하니 적극적으로 진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１. 보건소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광역적이며 전문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일정은 보건소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여 주십시오．（부록Ⅸ-3）
감염증 등（HIV, 성병, 결핵, 바이러스성감염 등）의 검사.
모자보건에 관한 지원 및 상담.
난병에 관한 지원 및 상담.
정신건강상담.

２. 시청촌의

보건（의료・건강）센터

유소아의 검진，예방접종，각종 암검진，성인용검진 등 지역주민을 위해 더욱 더
친근하고 이용하기 쉬운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진은 보건센터 혹은 그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청촌에 따라 다르므로 각
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부록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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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살림과

Ⅲ-1 주택

주거

찾기

1. 부영주택을

신청한다

부영주택의 공모는 연간 수 차례 실시되고 있습니다． 모집할 때마다 모집용 팜플렛이
작성되어 부내의 시정촌구청，각 부민 문의센터 정보플라자，각 지정관리자 사무소，
오사카부청 등에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추첨 후 입주자격을 갖추신 분이 입주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②
③
④

수입기준에 맞는다.
현재 주택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신청자 본인이 오사카부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다. (근무예정이다)
주민등록을 했다.

오사카부주택경영실
URL http://www.pref.osaka.lg.jp/s_jutakukeiei/

2.기타

공적주택

시영주택

시가 공급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세대용 주택
오사카부가 직접 공급하는 중견소득자용 임대주택
오사카부특정공공임대주택 URL
http://www.pref.osaka.lg.jp/jutaku_kikaku/boshujigyo/index.html
오사카부주택공급공사가 관리하는 중견소득자용 임대주택
오사카부공사임대주택
06－6203－5454
UR 도시기구가 건설 관리하는 중견소득자용 임대주택
UR 주택
06－6968－1717

3.민간임대주택

찾기

민간임대주택을 찾을 경우 집세，보증금，지역，집넓이 등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부동산업자（셋집이나 아파트를 소개하는 가게）에서
임대주택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희망을 말하는 것과 함께 대강의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주택정보지 등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또한 일본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구인・부동산 정보 등을 제공하는 외국어 정보 사이트 등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도
참고가 됩니다．
빌릴 장소가 정해지면 부동산업자의 사무소에서 임대계약（아파트 등을 빌리기 위한
계약）을 맺습니다． 임대계약에는 집세，공익비，보증금과 퇴거할 경우의
주의사항，애완동물의 여부 등 기타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이해한 후에 서명（동의한다는 뜻，자기 이름을 쓰는 것）하도록 합시다． 퇴거시의
통고（부동산회사에 전하는 것）하는 타이밍，보증금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이나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민간임대주택을 찾을 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Osaka 안심 거주 추진 협의회」도
있습니다.
URL http://www.osaka-an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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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에 필요한
집세
관리비（집합주택인
경우）

보증금

사례금
중개료

금액
매달 지불하며 전달에 그 다음달 집세를 지불합니다.
따라서 첫 달은 ２개월 분을 지불합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장소의 관리，청소
등을 위해 매달 지불합니다．
빌리는 사람이 계약 시에 집주인（집의 소유자）에게
집세를 지불하는 보증으로서 맡기는 돈입니다．
간사이에서 보증금은 집세의 1～3 배이며 주택의
보수 등에 쓰여집니다． 퇴거 시에 30%에서
반액까지가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에 집주인에게 지불되는 사례로서 이것은
퇴거시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부동산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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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이사와
1. 이전

귀국

거주지에서의

수속

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가스，전기요금의 정산을 합니다． 이사 전에 전화로 각각의
영업소에 이사할 것을 전하고 그들이 정산수속을 합니다. 또 우체국에 이전신고를
하면 １년간은 새로운 주소지로 우편물이 무료로 전송됩니다．
또 이전지가 현재 거주하는 시정촌인 경우에는 「전거신고서」를 내고,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출신고」를 한 후 、「전출증명서」교부를 받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계에 「자격상실신고서」를 내고 보험증 을 반납합니다.

2.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마치면

가스，전기회사에 연락합니다． 가스는 가스회사에서 개통을 위해 담당자가 파견되니
개통 시에 집에 계셔야 합니다. 전기는 일반적으로 브레이커를 올리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사용을 시작하면 전기회사에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해 주십시오． 수도의
경우는, 임대주택에 따라 다르므로 집주인에게 확인하여 주십시오．
또한, 새 주소지의 시구정촌 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이사 후 14 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전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새로운 주소지에서
가입해 주십시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경찰서에서 주소변경을 해 주십시오．

3. 귀국을

할

경우

①임대주택에 관한 정산을 합니다． 가스，전기，수도 및 국내，국제전화요금의
정산을 완료해 주십시오．
②연도중에 귀국하는 경우는 세금의 정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민세에 관해서는
시구정촌사무소에서 그 년도분을 전액 지불하여 주십시오． 지방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그 해 １년간 일본에 거주를 안해도 전액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소득세에 관해서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세무소에 신청함으로써 확정신고의
시기에 소득세의 환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적인 확정신고를 진행하여
그 해 소득세의 미납분을 일본을 떠나기 전에 전액 정산합니다．
④시구정촌 사무소에서 해외전출신고를 해야합니다.
⑤국민건강보험은 귀국 한달 전 정도에 시구정촌사무소에서 보험료의 청산과 탈퇴
수속을 해 주십시오．
⑥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탈퇴일시금을 귀국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사무소
혹은 근무처에서 신청용지를 받아 놓아 주십시오．
⑦재류카드는 출국시에 입국심사관에게 반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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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수도
오사카를 포함한 일본의 수돗물은 마실 수 있습니다． 이사한 곳에서 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１． 신청
본인의 집 현관문 등에 사용개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용개시번호」를 시청촌의
수도부（국）에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 후 담당자가 방문하여 개통합니다．
연락 후 사용개시까지 길면 ４일정도 소요되므로 될수록 빨리 신청해 주십시오．
맨션이나 임대주택에서는 관리조합이나 집주인이 수도의 관리 및 수속을 하기도
합니다．

２．요금
수도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비례하여 요금이 구성됩니다． 청구서는 일반적으로
두 달에 한번 두달 분의 합계가 우송됩니다． 지불은 계좌자동이체，금융기관에서의
납입이나 시청촌에 따라서는 편의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불이 밀린 경우
수도가 멈출 수 도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하수도가 정비되어 있는 경우 하수도요금도 함께 징수됩니다． 집합주택경우는
일반적으로 관리조합이나 집주인이 각 방의 사용료를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３． 겨울철의

주의

겨울 추운 날에는 수도관이 얼어서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야간에 소량의 물을
틀어 놓는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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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전기
1. 일본의

전기

일본의 전기는 １００볼트이며 전압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주파수가 ５０헤르츠의
지역（동일본）과 ６０헤르츠의 지역（서일본）이 있으며 오사카는
６０헤르츠입니다．외국제품 등 주파수가 달라지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고장날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시다．

2. 신청
일반적으로 전기를 새로 신청할 경우는 메인브레이커 스위치를 켠 후 근처에
있는 간사이덴료쿠（전력） 영업소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메인블레이커는 현관 혹은 부엌주변벽에 붙어있는 분전반（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누전브레이커나 안전브레이커를 하나로 묶은 함）속에 들어
있습니다． 현관 혹은 분전반에 간사이덴료쿠로의 연락란이 붙어있으므로 기제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혹은 엽서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3. 지불
지불은 검침결과에 따라서 매월 청구서가 오며 근처의 간사이덴료쿠의 영업소나
금융기관，편의점등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미리 자동이체로 해둘 수도 있습니다．

4. 전기·가스의 사용량 통지
전기 사용료 통지
전기사용량의 통지.
보내집니다.

메타 검침후에

손님번호(손님의 계약번호,
문의할 때 사용합니다.)

이번달의
사용량입니다

전기요금(이번달의 사용량을
토대로 산출되어진

대체월일(대체 계좌의 날짜)
이번달
납입날짜(이 날짜가 넘어서
지불되었을 경우에는 다음달에
과징료가 가산되어 집니다

손님의 계약

영수증(대체 계좌의 손님은
지난달분의 영수증)

지난달

연료비 조정액(환율이나 연료비가
일정이상 변동했을 경우의 조정액)
다음의
연락처전화번

※메일주소를 등록하면 청구금액과 사용료를 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협력:간사이 전력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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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 가스
１．

가스의

종류

가스는 파이프를 통해 보내오는 도시가스와 각 가정에 봄베 등을 두고
사용하는 프로판가스가 있습니다． 가스의 종류가 다르면 사용하는 기구도
다릅니다． 가스종류에 적합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스의 종류는 집주인이나 가스업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1）도시가스
도시가스의 미터는 집밖에 있습니다． 그 미터에 신규계약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새로 가스사용을 시작할 때에는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 때 주소，이름，사용개시일，방문시각 등의 문의를 받게 됩니다．
연락 후, 담당자가 가스벨브를 열기 위하여 방문하므로 집에 계셔
주십시오．
（2） 프로판가스
프로판가스의 공급구역에서는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미터에 연락처가
기재된 표가 걸려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그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프로판가스는 연료가계에서 봄베가 배달됩니다. 도시가스용 기구는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２．

가스

누출

가스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서, 가스가 세면 냄새가 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스의 개폐장치를 잠그고 가스회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도시가스의 가스 누출은（오사카가스 가스 누출통보전용전화번호 일본어만 대응）
오사카시내
0120-0-19424
오사카부남부
0120-3-19424
오사카부북동부 0120-5-1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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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사용량 통지・영수증
（계좌 자동이체로 지불하는 경우）
성함

가스사용료의 통지

사용기간과 사용량①

사용번호

가스요금 계좌자동이체완료 영수증

문의처

계좌자동이체 날짜

기본요금
사용량①×단위요금②
사용량에 따라 적용되는
청구금액

그 달의 단위요금②

협력: 오사카가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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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금액

Ⅲ-6 쓰레기
1. 쓰레기

버리는

방법

쓰레기는 감량화나 리사이클을 목적으로 한 분별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별의 종류
・가연물
・불연물
・헌 신문，헌 잡지，빈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
①
②
③

안되는
지정된
지정된
분별 안

깡통，페트병
규칙이나 매너를 안지키면 인근주민들과 트러블이 생기는

일
날 이외에 쓰레기를 버린다.
장소 이외에 버린다.
한 채 버린다.

분별하는 쓰레기의 종류나 규칙은 시청촌에 따라 다르므로 관청이나 인근주민에게
확인하여 주십시오． 관청에 따라서는 외국어로 쓰레기를 버리는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2. 기타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
（1）건전지，음료수병 등
건전지는 유해로운 물질을 포함되어 있어 처리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므로 구입한
가게에 비치되어 있는 회수함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맥주，주스의 빈
병 등은 구입한 가게에 반납하면 돈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니 가게에 확인해
주십시오．
（2）용기포장플라스틱
상품을 넣거나 포장한 플라스틱용기나 포장 등은 하나로 모아 지정된 날에
버립니다．
（3）대형 쓰레기
불필요한 가구나 가전제품（단 에어컨，ＴＶ，냉장고，세탁기는 이하와 같음）은
대형 쓰레기로 간주되며, 달리 지정된 날에 회수되나,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치워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촌에 따라서는 유료로 처분됩니다．
（4）에어컨, ＴＶ, 냉장고, 세탁기・의류건조기
일반가정에서 에어컨, ＴＶ, 냉장고, 세탁기・의류건조기를 버릴 때에는 구입한（또는
같은 종류의 상품을 살려고 한다）가전소매점에 연락하여 지정된 요금을 지불하고
치워가도록 합니다．
인수된 가전제품은 메이커에서 리사이클처리를 합니다．시청，정촌사무소에서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참고)가전리사이클법
URL http://www.meti.go.jp/policy/it_policy/kaden_r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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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7 일상생활
１． 생활의 매너
일본인과의 교류
생활에서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일본의 예의범절이나 생활습관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 조금씩 익혀갑시다．
・약속한 시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합시다．늦어지거나 못 갈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하도록 합시다．
・일본인의 인사는 허리를 굽혀 머리를 숙입니다．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이는 깊이 파고든 질문（직업이나 수입，가정의 이야기
등）을 하는 것은 실례가 됩니다．
・남에게 무슨 일을 부탁할 때에는 집요하게 따지거나 강한 자기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낍니다.

이웃교제
（１）인사
이웃사람들간의 인사는 중요합니다． 평소의 인사는 훗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서로 인사를 하면 방범상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２）소음
도심부에서는 특히 생활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소리에 그리 너그럽지 못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에서는 특히
조심하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는 밤１０시를 넘어서 인근에 울리는 소리를 내는
것은 삼가도록 합시다． 또 야간에 일을 하고 낮에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은 소음이라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건물구조상 이웃집에는 생각보다 소리가
크게 들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야간의 청소기 사용，빨래，사람출입，문의 개폐
등에는 조심합시다．
본인이 소음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을 때에는 집합주택경우에는 입거계약을 맺은
부동산가게로，그 밖의 경우는 자치회의 임원 등에게 상담하도록 합시다．
（３）자치회（정내회）
지역에따라 대간 자치회 등 인근 사람들과의 친목을 다지거나 청소，방범 등의
일을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단체가 존재합니다． 보통은 여러가지 친목행사나
공공부분의 청소 등의 활동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회에의 참가 여부는 어디까지나 임의이기는 하나 특히 지역의 행정정보와
같은 것은 자치회를 통해 입수하기 쉬운 경우도 있어 편리합니다． 또 인근주민들과
친목이 생기면 방범상에도 도움이 될 경우도 있으므로 될수록 참가하도록 합시다．
（４）회람판
자치회에 들어가면 「회람판」이 차례로 돌아옵니다． 회람판은 관청부터 온 정보를
클립보드에 고정시킨 형태가 많습니다． 이웃사람이 가져오기 때문에 읽으면 도장
혹은 사인을 하고 다음 집으로 가져갑니다． 다음에 어느 집으로 가져가면 좋은지를
받을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５）청소
동네나 단지에 따라서는 각각 지정된 날에 집주위나 도로，가까운 공원 등의
청소를 합니다． 이때에는 각 가정에서 １명이상 나와 청소나 잡초뽑기 등을 합니다．
평일에는 일때문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인근주민들과의 친목을 위해서라도
청소에는 반드시 참가하도록 합시다．

- 24 -

２．소비생활
최근에는 가게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간단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로서 휴대폰이나 인터넷 계약, 자동차 할부 구입, 부동산 계약 등을 합니다.
자국과 일본의 상업 습관이 다르고 언어를 몰라서 상품 구입 시나 계약 시에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소비생활센터로 문의나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생활에 관한
문의 등 소비자로부터의 상담에 무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URL http://www.kokusen.go.jp/map/ncac_map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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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８ 생활이

곤란할 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하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구정촌사무소 복지담당창구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부록Ⅸ-1）
（1）민생・아동위원
생활이 어려운 분，혼자 사는 노인，노환으로 누워있는 노인，편부모가족，장애를
가지고있는 분 등의 상담에 응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는 이외에 복지사무소나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에 협력합니다． 또 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2）생활보호
사용할 수 있는 자산（재산）이나 자신의 능력，기타 제도 혹은 시책들을 이용하고，
또한 친족한테서 원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거주지의
복지사무소의 보호과로 상담하여 주십시오． 생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3）생활자금의 대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복지자금이나 긴급원조자금을 대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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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체류관리제도・외국인주민기본대장제도・결혼・이혼
Ⅳ-1 체류카드
재류카드는 입국관리법상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중장기간 재류하는 외국인에게
교부됩니다.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중장기재류자」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을 말합니다.
① 「3 개월」이하의 재류기간이 정해진 분
②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이 정해진 분
③ 「외교」또는「공용」의 재류자격이 정해진 분
④ ①에서③의 외국인에 준하는 분으로 법무성령으로 정해진 분
⑤ 특별영주자
⑥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분

１. 재류카드 교부
입국심사

체류심사 때

때

상륙허가시
（중장기재류자가
된 분）

재류기간의
갱신허가
재류자격의
변경허가

공항에서 교부
또는
입국재류관리국으
로부터 후일 우송

등의 심사 때

재류카드는 신규로 상륙허가를 받았을 경우,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체류기간의 갱신허가
등의 심사 때 교부됩니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하셔야 합니다.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할 경우,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16 세 미만의 분은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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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시구정촌에서의 수속

이럴 때에는

새로 입국을
했다.

새롭게
중장기재류자가
됨

언제

필요한 서류

・재류카드（「재류카드를

주소를
후일 교부함」라고
정하고
나서 14 일 기재된 여권）
이내

거주지 신고를 함

・재류카드

・재류카드

전출증명서（이전의
이사를 했다.

무엇을 하는가

시정촌에 전출신고를 할
때 입수）

전출, 전입신고를
함（같은
시구정촌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에는「전거신
고」를 함）

간사이공항,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추부공항, 신치토세공항, 히로시마공항,
후쿠오카공항에서는 상륙허가에 의해 중장기재류자가 된 경우,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그
외의 공해항으로 입국할 경우, 귀하가 거주지의 시구정촌에 신고를 한 후 재류카드가 귀하에게
우송됩니다.
재류카드는 얼굴사진, 성명, 국적, 지역,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체류자격, 체류기간,
취로제한의
유무,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거주지에
관한 수속은 시구정촌에 신고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전의 시구정촌 사무소에서 전출신고를 내고, 그 후
새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새로운 시구정촌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 때,
재류카드와 함께 전입・전거신고를 하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거주지변경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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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의 수속
언제

이럴 때에는

변경이 생긴
후 14 일
이내

성명, 국적, 지역,

무엇을 하는가

필요한 서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
겼음을 증명하는 자료

생년월일, 성별의

소속기관, 배우자에
관한 변경

변경이 생긴
후 14 일
이내

사실을 안
후로부터
14 일 이내

체류카드의 분실,
훼손

・재류카드
・사진・여권

・재류카드
・ 소지를

동경출입국재류관
리국에 우송
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
・여권 ・사진

영주자의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끝남

유효기간까
지

변경신고를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
에 제출 하거나

・재류카드
・여권 ・사진

입국관리국에
출입국재류관리국
재교부를
신청신청
에 재교부를

출입국재류관리국
에서 갱신수속

체류카

（１）변경신고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성명,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이 바뀌었을 경우는
14 일이내에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당신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등의 취로를 위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유학」등 배우기 위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고용처, 학교
등）이 바뀐 경우는 14 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하거나
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에 우송합니다. 만일 당신이
배우자로서「가족체재」、「일본인의 배우자등」등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 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4 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보낼 곳

〒108-8255

도쿄도 미나토구 코우난５－５－３０
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 체류관리정보부문 신고접수 담당

（２）재류카드의 재교부
재류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서나 소방서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14 일 이내에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３）영주자등의 재류카드 갱신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수속에 관해서는 16 세 이상의 영주자,또 한 고도전문직 2 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2 개월 전부터, 16 세 미만으로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16 세 생일까지인 경우에는 16 세 생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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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6 세 이상의 영주자 이외의 중장기체류자의 재류카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４． 외국인주민에 관한 주민기본대장
외국인도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세대주의 성명 등 이외에 국적, 지역,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또한,
재류카드에는 통칭명은 기재되지 않지만, 주민표에는 통칭명 기재란이
있습니다.「주민표사본（또는 주민표 기재사항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주민표는 관광 등의 단기체재자 등을 제외하고 적법에 의해 3 개월을 넘게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거주지가 있는 분에 한해 작성됩니다. 중장기체재자 등 다음과 같은
분은 주민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１． 중장기체재자
２． 특별영주자
３． 일시비호허가자 또는 가체재허가자
４． 출생 또는 국적상실에 의한 경과체재자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4 일이내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에 따라 거주지 시구정촌에서 「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로서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이 경과체재기간의 60 일을 넘게 일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생으로부터
30 일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의 취득신청을 합니다. 이 재류자격취득허가를
받아 중장기재류자가 되면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５． 마이넘버 제도
개인번호 （마이넘버）는 12 자리로 되어있으며 일본에 주민표가 있는 사람 모두 받습니다.
마이넘버는 개개인이 다른 번호이며 원칙적으로 평생 같은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본국내에서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일본에서 처음 주민표를 만들고 ２,３주 지나면
주민표를 만든 주소로 마이넘버 통지서（「통지카드」）가 우편（간이 등기）으로 배달됩니다. 또
희망자에게는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카드）」가

교부됩니다.

「통지카드」（종이,

사진

없음）나 「마이넘버카드」（IC 카드, 사진 있음） 모두 「주소」나 재류카드상의 「성명」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시정촌 창구에서 카드에 새로운 정보를 기재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류기간 갱신 등으로 재류기간이 변경된 경우,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 변경
수속도 필요합니다. 마이넘버카드의 유효기간 변경수속은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3 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종합 프리다이얼（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응대）
＊통지카드、마이넘버카드、분실・도난에의한 마이넘버카드 일시정지 ☎０１２０－０１７８－２７
＊마이넘버 제도、넘버포털에 관한 내용 ☎０１２０－０１７８－２６
(영어 이외의 언어에 대해서는 평일 오전 9 시 0 분 ～오후 8 시까지 응대）
URL https://www.cao.go.jp/bangouse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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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체류수속
１． 재입국허가（일본을

일시적으로 떠날

때）

체류기간 사이에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날 경우 다시 일본에 입국하기 위한 재입국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최대 5 년간 유효（단 체류기간의 유효기간을 넘지
않아야 함）한 단수 재입국허가와 복수 재입국허가가 있습니다．또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으로 체류하고있는 사람은 재입국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입국허가신청서（출입국재류관리국의 창구에 있습니다．）
② 재류카드 (⇒Ⅳ-１）
③ 여권
④ 수입인지 ３０００엔분（일회허가）또는 ６０００엔분（복수허가）
재입국허가는 보통 당일내에 발행됩니다．오사카부내에서의 수속은
오사카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가 도입되어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은 출국
후 1 년 이내에 같은 활동을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출국시 체류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２． 재류기간의

갱신

귀하가 지금 허가를 받은 일본에서의 체류에는 보통 허가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연장하여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 갱신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신청은 허가기한이 만료하는 3 달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류기간갱신신청서（출입국재류관리국의 창구에 있습니다．）
② 여권
③ 재류카드
④ 지금까지와 이후의 체류활동을 증명하는 문서（재류자격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상세한 내용은 오사카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⑤ 사진
허가
서류 등에 따라 심사되어 재류자격의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신청한 시점부터
재류카드의 뒷면에 신청중임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됩니다．허가가 나면 중장기재류자의
경우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３．재류자격의

변경

귀하가 현재 허가받은 재류자격활동과 다른 활동을 할 경우, 재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을 출국하지 않고도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격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한 시점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사이에 수속을 해주십시오．
필요서류는 변경하려고 하는 재류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아래의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URL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HENKO/zairyu_henko10.html
（일본어로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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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자격외활동허가
귀하에게 주어진 재류자격외에 허가를 받지않고 일을 하면 불법취로가 됩니다．
예컨데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이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아
주십시오．
새로 입국하는 분 중에「유학」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단, 「3 개월」 을 넘는 체류기간이
결정된 분에 한해) 에는 입국시 공해항에서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서류
①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② 재류카드
③ 여권
④ 활동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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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결혼
국제결혼수속의 흐름
일본인과 외국인의 결혼

외국인끼리의 결혼

일본인은 일본법률에 정해진 혼인조건을
충족시킬 것. 외국인은 본국의 혼인조건을
충족시킬 것.

준비할
서류

・혼인신고(시구정촌사무소에서
입수. 성인 증인 2 명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
・호적등본(일본인)
・혼인요건구비증명서 혹은 그것을
대신 하는 문서 (외국인)
・여권(국적을 증명하는 것)

결혼하는 당사자 2 명의 어느 한 쪽의 주소가
있는 곳. 혹은 일본인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사무소에 신고.

접수되면 일본국에서의 결혼이 성립.

바로 혼인신고수리증명서를 받는다.

외국인은 본국에서의 혼인수속을 한다.
나라에 따라 수속방법이 다르기때문에
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확인한다.

접수되면 본국에서의 결혼이 성립

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변경을 희망하는 분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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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립의 요인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재일공관에 문의하여
수속을 한다.
일본 시구정촌사무소에서 혼인수속을
할 경우에는 시구정촌사무소에 문의
한다.

준비하는
서류는
출신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구정촌사무
소에서 확인
한다.

１．일본인과

외국인의

결혼

일본에서 일본인과 혼인할 경우 시구정촌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일본인은
일본법률에서 정해진 결혼의 조건을，외국인은 그 나라의 결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１. 호적등본 혹은 초본（일본인）
２. 여권（국적을 증명하는 것）
３. 자국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이 발행하는 혼인요건증명서나 그를 대신하는 문서
（일본말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번역자의 주소/성명/날인이 있는 번역문의
첨부가 필요함.）
４. 혼인신고서（창구에 있습니다．신고에는 ２０세 이상인 증인 ２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또 신고서는 일본어로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본에서 성립된 결혼은 본국에서의 신고도 필요합니다． 그때에는
「혼인신고수리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신고를 한 시구정촌사무소에서 발행 받도록 해
주십시오． 본국에서의 수속은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해주십시오． （부록Ⅸ-5）
결혼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２．외국인끼리의

결혼

외국국적인 분들간의 일본법률에 따른 결혼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이 각각 본국에서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고는 단정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신고에 대해서는 자국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부록Ⅸ-5 ）과
신고하는 일본의 시구정촌사무소（부록Ⅸ-1）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３．재류자격의

변경

일본인과 혼인하여 일본인배우자로의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할 경우 혹은
외국인끼리의 결혼이라도 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부록Ⅸ-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４．재류카드 기재내용 변경
결혼 후에 이름이 변경될 경우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또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시정촌에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록Ⅸ-1）

５.

기타

변경

결혼하면 세금，연금，건강보험，직장에서의 급여면에서 기존과 취급이 달라질
경우가 있으므로 직장 담당자에게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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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 이혼
국제결혼인 경우의 이혼수속은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속하여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귀하의 본국에서는 이혼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여기에서는 일본법률에 따라 이혼하는 수속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부부

일본인과 외국인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한 경우

이혼하기 싫을 때

【협의이혼】

동의

쌍방이 협의하지않은 경우,
가정재판소에 조정을 신청
한다

【조정이혼】
이혼신고 불수리
신청
조정이 잘 안되었을 경우,
가정재판소에 심판을
신청한다.

본인이 불수리신청
(시구정촌의 사무소에서
입수)을 본적지,거주지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신청하면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

외국인

이혼성립의 요인은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일공관에
확인하여 수속을
한다

【심판이혼】
그래도 잘 안되는
가정재판소에 재판을
신청한다.

경우,

【재판이혼】

준비할 ・ 이혼신고서(시구정촌의 사무소에서 입수,성인
이상의 증인 2 명(협의이혼만)의 서명과 날인이
서류
필요함)
・ 호적등본 1 통
・ 여권 (국적을 증명하는 것)
・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등
(주민등록을
한
시구정촌의 사무소에서 입수)

・협의이혼인 경우 부부 2 명이,
・조정이혼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거주지 혹은 본적지의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신청

접수되면 일본국에서의 이혼이 성립

외국인은 본국에서의 이혼수속을 한다.
접수되면 본국에서의 이혼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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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재류자는배우
자로서 「일본인의
배우자등」、「영주
자의 배우자등」、
「가족체재」등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4 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

１. 이혼할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며 부부쌍방이 이혼할 것을 동의
하면

일본법률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이혼신고서를 시구정촌사무소에 제출하여 수립됨으로써 성립되는 「협의이혼」，
가정재판소가 관여하여 성립되는 「조정이혼」，「심판이혼」，「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이혼수속을 하고 본국의 이혼수속을 하지 않으면 본국에서는 혼인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도 있어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수속을 하여 주십시오．
부부쌍방이 외국국적인 경우 이혼에 필요한 요건이나 수속이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각각 본국의 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부록Ⅸ-5）

２. 이혼하기 싫은

경우

당신이 일본인 배우자로부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혼을 강요당하고 있을 경우 상대
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신고서에 서명하여 관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혹은 거주지의 시구정촌

사무소 앞으로 이혼신고서의 불수리신청을 제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청을 해놓으면 당신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한, 조정이나 재판수속
없이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당할 일은 없습니다． 단 이 제도는 부부쌍방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３. 이혼 후의 재류자격
당신이 일본인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으로 체재하고 있는

경우, 또 외국인배우자로서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나「가족체재」등의 재류자격으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혼하면
14 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배우자에 관한 신고를 하여 주십시오.
「가족체재」의 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분이나,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 의 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분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 개월 이상 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재류자격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일본에 재류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으므로 각종 상담창구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부록Ⅸ-2 ）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４. 등록사항의 변경
이혼으로 인해 이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변경신고를 해 주십시오.
또, 거주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시구정촌사무소（부록Ⅸ-1）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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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 사망
1. 사망신고
외국인이 일본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일본법률에 따라
시구정촌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의 사실을 인지한 후 ７일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일본에서의 사망확인은 매우 명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본의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 혹은 감찰의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의사에 의한 사망확인 후 의사가 작성하는 사망진단서를 받아 그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망지 혹은 신고인이 거주하는 시구정촌 담당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류카드는 사망한 후 14 일이내에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반납하거나
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 (＊)으로 우송합니다. 또 사망한 분의 본국에서의 수속을
진행합니다． 나라에 따라 수속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부록Ⅸ-5）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반납우송처 135-0064

도쿄도 고우토우구 오우메 2-7-11

도쿄항만합동청사 9 층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오다이바분실

２． 매장
인구가 밀집한 오사카부에서는 토장을 허가해주는 묘지는 거의 없습니다． 종교나
관습 상 화장이 아니라 토장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묘지를 찾거나
본국으로의 유해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영사관 등（부록Ⅸ-5）에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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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통
Ⅴ-1

교통기관

1. 전차（ＪＲ / 사철 / 지하철）
승차권（차표）은 보통 자동매표기에서 살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의 요금을
노선요금표에서 확인하고 구입합니다． 잘못 구입한 경우에는 개찰구를 지나가기 전에
역원에게 문의하여 바꾸도록 합니다． 기타 이하와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꼬카（ICOCA）：JR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페이드카드（IC 카드）. 승차전에
입금하면 아래의 피타파교통기관을 포함하여 전국 IC 마크가 있는 철도・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타파（PITAPA）：간사이권의 사철・지하철・피타파 마크가 붙은 버스의
포스트페이드카드（IC 카드）.
・정기권 / 회수권：특정한 구간을 사전에 구입하면 할인이 됩니다． 회수권은
10 장세트，정기권은 １개월 / ３개월 / ６개월중 선택하여 구입합니다．

２. 노선버스
노선버스에는 안내원이 없습니다. 타기 전에 버스의 목적지를 정확히 확인합시다．
버스의 목적지는 버스앞뒤의 창문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운임은 거리와 관계없이
같은 경우와 거리에 따라 금액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금액이 다른 경우는
승차시에 정리권을 받습니다．운임표와 정리권의 번호를 확인하여 차에서 내릴 때
운임을 요금함에 넣습니다．잔돈을 준비해 놓도록 합시다．내릴 경우는 버스 정류장의
방송후에 버튼을 눌러 운전기사에게 알립니다．

３. 택시
택시를 탈 때에는 자동차가 정차하기 쉬운 장소에서 택시 앞면의 빨간 램프로
「空車（공차）」라고 표시되어 있는 자동차가 오면 택시를 불러 세웁니다．역 앞 등에는
택시승차장이 있습니다．택시에 타면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전합니다．목적지가
쓰여진 메모나 지도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요금은 거리와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５천엔짜리 지페，１만엔짜리 지페로 지불할
경우에는 거스름돈이 없을 때가 있으므로 조심하도록 합시다．

４. 교통기관에서의 분실물
①JR 니시니혼 고객센터

0570-00-2486（일본어）（매일 6 시～23 시）

②지하철（Osaka Metro） 0570-6666-24（일본어）（매일 8 시～21 시）
③오사카시티버스

버스영업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④택시（오사카택시센터） 06-6933-5618/9（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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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 자전거
１． 자전거를

구입한다

자전거는 자전거판매점이나 홈 센터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판매점에서 방범등록을 해야 합니다． 방범등록료는 １대 6００엔입니다．

２． 자전거를

세워 두는 방법

자전거는 보행자 등 다른 사람의 통행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워야 합니다．
특히 역 주변은 조례에 의하여 자전거를 세우면 안된다고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세우면 특히 노인이나 눈이 불편한 사람의 역 이용의 방해가 됩니다．
위반해서 세우면 자전거가 강제적으로 지정된 보관장소로 철거될 수도
있습니다. 철거되면 보관료나 이동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자전거들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철거 후 일정 기간 보관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자전거를 인수하러 가
주십시오. 자전거가 철거된 장소，날짜를 말하고 자전거를 인수할 장소나 요금，시간을
시구정촌사무소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부록Ⅸ-1）

３． 자전거를

도난

당했을

때

만약 자전거를 도난당하면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신고합시다． 도난을 맞은
자전거가 발견되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자전거에는 주소와 이름을 쓰도록
합시다．

４． 버려진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만일 자전거가 버려져 있어도 그것은 누군가가 훔쳐서 방치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난신고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그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트러블에 말려들 수
있으므로 버려진 자전거는 타지 않도록 합시다．

５． 교통규칙
자전거의 통행은 원칙적으로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차도에서는 왼쪽으로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호도 지켜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２인승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６살 미만의 유아 한 명을 유아용승차장치에 태워 １６살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함）
보도는 통행가능의 표시가 있는 장소 이외는 원칙적으로 통행할 수 없으나, 차도를
통행하기가 위험한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보도의
중심부터 차도가를 통행하여 보행자의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혹은
자전거에서 내려 주십시오．
야간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켜고 타도록 합시다. 오사카부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6 년 7 월 1 일 시행된 오사카부 자전거 조례에 의해 오사카부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전거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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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3

운전면허

일본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증을 휴대하고 차검증을 차량에 실어야 합니다．

１． 국제면허
제네바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발행한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본에 온지 １년 내 혹은 국제면허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국제면허증은 일본에서 갱신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１년이상 일본에 거주할 경우는
일본 면허로 바꾸어 주십시오．

２． 외국면허의

갱신

당신이 유효한 외국면허를 가지는 동시에 해당나라의 면허를 취득한 후 합계３개월
이상 체재（출입국 인증이 있는 여권 등 채재기간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고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지정된 과목들 중 일부의 시험을 치지 않고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류와 같은 일본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본에서의 거주지（체재지를 포함）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의 경우 가도마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고묘이케운전시험장입니다. 수속은 서류 심사와
회화에 의한 질문을 한 후, 운전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확인한 후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면허시험의 일부(학과시험,기능시험）를 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서류는
1. 해외 운전면허증（교부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 경력증명이 필요합니다)
2. 해외 운전면허증 앞뒤면의 사본
3. 해외 운전면허증은 일본어에 의한 번역증명서（취득국의 재일영사관 혹은
일본자동차연맹（JAF）에서 번역한 것）＜일본자동차연맹（JAF）간사이본부
오사카지부 072-645-1300＞
4. 여권（갱신한 경우에는 구 여권도 가져갈 것．）
5. 여권의 사본
6.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여권 등
과 면허신청을 할 주소에 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진１장（６개월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세로 3cm×가로 2.4cm、모자를 쓰지 않고
앞을 보고 있고 가슴으로부터 위의 사진으로 배경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사진）
8. 필기도구（검은 색 혹은 파란색 볼펜）
9. 수수료
상기 이외의 서류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확인 심사를 위한 시험은 일본어，영어，한국조선어，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카도마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고묘이케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３． 일본운전면허의

신규취득

일본에서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２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학과시험 및 기능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후 취득시
강습을 수강합니다．학과시험은 영어, 중국어 및 포르투갈어로 수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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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교습소에 다녀 내부에서 진행되는 기능시험에 합격하여 졸업한 다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및 학과시험을 치르고 합격한다．교습소 비용은
２０만엔에서 ３０만엔 정도가 듭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가도마운전면허시험장
가도마시 이찌반쵸 ２３－１６
（・게이한전차「후루카와바시역」→게이한버스「면허시험장」
・게이한전차「후루카와바시역」에서 도보 약 20 분（약１.２킬로미터）
 06-6908-9121
고묘이케운전면허시험장
이즈미시 후세야쵸 ５－１３－１
（센보꾸고속철도「고묘이케역」에서 도보 약 ５분（약４００미터））
 0725-56-1881

４． 외국면허증

번역

외국면허증의 번역은 일본자동차연맹（JAF）에서 유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영어권
담당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번역을 부탁할 때 필요한 서류는 유효기한 내인
외국의 운전 면허입니다．
일본자동차연맹칸사이본부 오사카지부（JAF）
이바라기시 나카호즈미 2-1-5 （JR 이바라기역 하차 도보 약１９분）
 ０７２－６４５－１３００
URL https://jaf.or.jp/common/visitor-procedures/switch-to-japanese-license

５． 일본에서의

교통규칙

일본 자동차연맹（JAF）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서적「교통의 규칙」（Rules
of the Road）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URL https://jaf.or.jp/common/visitor-procedures/rules-of-the-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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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4 거리에서

보는 표시나

한자

《건물》
いり

ぐち

入

口

で

ぐち

出

口

（이리구찌）

건물이나 장소에 들어가는 곳（입구）

（데구찌）

건물이나 장소부터 나가는 곳（출구）

（히조우구찌）

화재나 긴급 시 나가는

ひじょうぐち

非常口

곳（비상구）

かいほうげんきん

開放 厳禁 （가이호겐킨）

문을 열어 두면 안됩니다．（개방엄금）

《교통 / 도로》
ちゅうりんじょう

駐 輪 場 （츄린죠）
ちゅうしゃ き ん し

ちゅうしゃ

駐 車 禁止

자전거를 두는 곳（주륜장）
ことわ

駐車 お 断 り

（츄샤킨시）（츄샤오코또와리）자동차를 세우면 안됩니다．

《화장실》
こうしゅうべんじょ

けしょうしつ

べんじょ

公 衆 便所

化粧室

便所

て あら

お 手洗 い

（고슈벤죠）（게쇼우시쯔）（벤죠）（오테아라이） 모두 다 화장실
おとこ

とのがた

男 （오또코）
おんな

殿方

（도노가타）

남성

ふじん

女 （온나）

婦人

（후진）

여성

《기타》
こうじちゅう

工事中

（고우지추우）

건물，도로 등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

し ょうかき

消火器

（쇼우카끼） 화재가 났을때 불을 끄는데 쓰는 기구（소화기）

きんえん

禁煙

（긴엔）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금연）

たちいりきんし

立入禁止

（다찌이리킨시） 들어 가면 안됩니다．

きけん

危険

（기켄）

위험합니다．（위험）

ひ なんじょ

避難所

（히난죠） 지진이나 태풍 등이 났을 때 피난하는 장소（피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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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임신・출산・육아・교육

Ⅵ-1 임신・출산
１． 임신했을

때

임신하여 출산예정인 경우 시정촌에 신고하면 모자건강수첩이 교부됩니다． 이
수첩은 임신에서 출산 및 그 후 ７년간 필요한 예방접종 등의 기록을 남기는
중요한 수첩입니다． 시정촌에 따라서는 모자건강수첩의 외국어번역본을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모자건강수첩의 영어・중국어・포루투갈어・스페인어・한국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역판（공익재단법인모자위생연구회 발행）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통신판매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모자보건사업단 URL http://www.mcfh.co.jp/）
상세한 내용은 하기에 문의 바랍니다.
공익재단법인모자위생연구회 URL http://www.mcfh.or.jp
본부사무소 03-4334-1151
서일본사무국 06-6941-4651

２． 비용
보통 임신출산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건강보험부터 일정액（약４２만엔）의 출산비용이 지급됩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출산후에는 ４～５일의 입원이 필요하며 입원에 필요한 비용은 대략 4０만 ～
5０만엔정도이나 병원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출산육아 일시금의 의료기관
직접 지불・수령 대리제도를 이용하면 고액의 분만비용을 의료기관에 먼저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출산비용신청은 시청에서 합니다. （부록Ⅸ-1）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없는 경우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조산시설로의 입소，출산비용을 원조하는 「조산제도」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구정촌 복지과나 보건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소득액에 따라서는
자기부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３． 임신 중

등에

대한

원조

임신 중에는 일정 기간마다 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정촌에 따라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무료건강진단을 행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 시구정촌 혹은
시정촌보건센터（부록Ⅸ-3）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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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출산
언제

이럴 때에는

무엇을 하는가

필요서류

어디서
부모중 어느 한
쪽이 일본국적인
경우

14 일이내

부모가 다
외국 국적인 경우

시구정촌
사무소에서

출생신고의 제출
외국국적인 경우
「경과체재자」자
격을 취득

・ 출생신고
・ 출생증명서
・ 여권
・ 신고인의
도장 혹은 싸인
・ 모자건강수첩
・ 국민건강보험
서(가입자에
한함)

필요에 따라
출생신고수리증명
서를 교부받는다.

30 일이내
출입국재류관리
국에서

체류자격취득
(60 일 이상 일본
에 체류할 경우)

・ 부모의 여권
・ 출생증명서

본국에 신고
(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

(1)출생신고
아이가 태어나면 의사나 조산사에게 「출생증명서」 작성을 의뢰합니다． 부모가 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출생 후 １４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시구정촌사무소 앞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출생에 따른
경과체재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시구정촌사무소에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를 교부받아 아이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재일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신고해 주십시요．
(2)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인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아이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자격취득신청」을 30 일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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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2 보육
１． 일본의

보육

일본에서는 ①자치회가 허가한 보육원（보육이 필요하다고 행정이 인정한
유/소아를 대상）、②허가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과
③민간업자가 운영하고있는 보육서비스가 있습니다．
허가된 보육원에는 공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새벽이나 야간 혹은 숙박이나
일요일，공휴일의 보육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각 시구정촌에서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구역내에 있는 보육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이나 시기，보육료 등에
대해서는 시정촌의 보육담당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 교육과 보육을 둘 다 제공하는 인정 어린이원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일을 하는지
어떤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0 살부터 취학 전 어린이가 대상입니다. 각 원 또는
시구정촌 보육담당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２． 민간서비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여러가지 있으며, 아이가 있는 보호자의
봉사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나 민간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야간，
혹은 공휴일 보육이나 자택까지 베이비시터를 파견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각 사업자가 각자 행합니다． 물론 본인이 거주하는 시정촌 외의 사업자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３． 패밀리서포트센터
시구정촌에 따라 패밀리서포트센터사업을 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회원끼리
서로 도우면서 유치원이나 보육원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잠시 아이를 맡거나,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거나, 보호자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잠시 동안
아이들을 맡는 사업입니다．상세한 내용은 시구정촌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부록Ⅸ-1）

４．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2019 년 10 월부터 유치원、보육원、인정어린이원 등을 이용하는 3 세에서 5 세까지의
아이、주민세비과세 세대의 0 세에서 2 세까지의 아이의 이용료가 무료화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월액 상한 ２５，７００엔입니다. 통원버스비、식재료비、행사비 등은 현행대로 보호자
부담입니다. （예외 있음）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구정촌 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부록Ⅸ
－1）

５． 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은 １5 세를 맞은 후의 첫 ３월３１일까지의 （중학교 졸업 전）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단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분에 대해서는 아동 1
명에 대해 월 5000 엔이 특례 지급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구정촌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부록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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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3 유/소아의 건강・의료
１． 아이들을

위한

의료

일본소아의료의 수준은 매우 높으며 유아사망율도 세계최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병원도 있으나 우선 먼저 근처에 있는 소아과를 찾아 가면 됩니다．

２． 예방접종
유/소아의 예방접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접종의 시기，장소 등은 시정촌에 따라
별도로 결정됩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무료로 접종되며 접종기록이
모자건강수첩에 기재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정촌의 건강（보건）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십시오．（부록Ⅸ-3）
표 예방접종리스트
예방접종명

대상연령

３종혼합（디프테리아，백일해， 생후 3～90 개월미만
파상풍）＋폴리오
２종혼합（디프테리아，파상풍） 11 세 이상 13 세미만
ＢＣＧ
ＭＲ2 종혼합（홍역・풍진）
일본뇌염
소아용 폐렴구균

인플루엔자균 B 형(히브)

사람파필로마바이러스
수두
B 형 간염

1 세 미만
생후 12～24 개월 미만（１기）
5～7 세미만이면서 초등학교 입학전１년간（2 기）
생후 6～90 개월미만（１기）
9～13 세미만 （２기）
첫 회 접종 개시가 생후 2 개월 이상 7 개월 미만인 경우
4 회 접종
첫 회 접종 개시가 생후 7 개월 이상 1 세 미만인 경우
3 회 접종
첫 회 접종개시가 1 세 이상 2 세 미만인 경우
2 회 접종
첫 회 접종개시가 2 세 이상 5 세 미만인 경우
1 회 접종
첫 회 접종개시가 생후 2 개월 이상 7 개월 미만인 경우
4 회 접종
첫 회 접종개시가 생후 7 개월 이상 1 세 미만인 경우
3 회 접종
첫 회 접종개시가 1 세 이상 5 세 미만인 경우
1 회 접종
12 세가 되는 연도 첫날부터 16 세가 되는 연도 말일
1 세 이상 3 세 미만
생후 1 세 미만

１ 실제로 접종시기는 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자수첩을
참조하거나 시정촌립건강（보건）센터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부록Ⅸ-3 ）
※ ２ 기타 예방접종（인플루엔자，볼거리 등）은 유료이므로 관련 의료기관과 잘
상담하여 접종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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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건강진단
각 시정촌에서는 무료건강진단을 행하고 있습니다． 시기나 접수는 시정촌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한 내용은 시구정촌의 보건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는 각 시정촌이
우편으로 송부핮니다．

４．유/소아의 의료비
１）유/소아의료비조성
아이의 의료비는 아이의 보호자의 건강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보통 발생한 비용의
2 할이 자기부담이 됩니다.
시정촌에 따라서는 유/소아의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곳도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시정촌아동복지담당창구와 보건위생，국민건강보험창구 등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부록Ⅸ-1）
２）기타 조성
미숙아，신체장애아，특정의 만성병 등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공비로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부록Ⅸ-2）혹은 복지사무소（부록Ⅸ-1）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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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４ 일본의

교육시스템

１．의무교육
일본의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９년간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
니다．이 기간은 학비，교과서비용은 무료이며 정해진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
니다．
단 교과서 이외의 부교재나 학교에서의 여행비용 등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학교의 １년＞
４월

신학기

７월하순～８월말

여름

방학

연말연초

겨울

방학（２주일정도）

３월

학기종료～봄 방학

일본국적을 가지는 아이는 거주하는 교육위원회부터 취학통지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통지서에 기재된 학교에 지정된 날에 입학하게 됩니다.
외국국적의 아이중 일본의 공립초중학교로의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그 거주지의
교육위원회에 신고하면 취학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규 입학인 경우）．
또 이전부터 오사카부내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는 분들은 그 아이가 취학
연령이 되면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부터 취학안내가 송부되며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합니다．연도도중의 입학도 가능하기때문에 각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와
상담해주십시오．
사립초등학교，중학교도 있으나 별도 수업료가 필요하게 됩니다．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로 문의해주십시요．그 대부분이 입학시험을 치루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２．의무교육 이후
의무교육을 끝내면 이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고등학교에는 각 과목을 폭넓게
학습하는 보통과 이외에도 공업 등의 전문지식을 주체로 학습하는 학과등 다양한
학과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조건 등에 관한 문의는 오사카 부립 및 시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오오사카부/시의 고등학교 교육담당과앞으로，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각
학교로 문의해 주십시오．
수업료를 보조하는 국가제도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또 오사카부 「사립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보조금」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소득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 공립고교,
사립고교의 수업료가 실질적으로 무료가 됩니다.

３．아동・학생의

학교생활의

서포트

오사카부교육청에서는 외국인아동・학생의 학교내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홈페이지「귀국・도일아동생도학교생활서포트」가 개설되었습니다．
URL http://www.pref.osaka.lg.jp/shochugakko/kikoku/index.html
내용：취학，진로
대응언어：일본어，중국어，한국어，포루투갈어，스페인어，베트남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러시아어, 네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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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급식
중학교에서 급식이 없는 곳에서는 보통 집에서 점심을 싸서 보냅니다．이것을
「벤또」（도시락）라 부릅니다．도시락을 싸기 어려운 경우는 교내에서 빵 등을
사거나 판매하고 있는 도시락을 사서 보내는 등으로 대처하지만 학교방침에 따라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과 잘 상담해 주십시오．

５．취학원조제도
의무교육 기간 중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의 학교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학용품비，교외활동비，수학여행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학교 및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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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정보・통신

Ⅶ-1 전화
１． 전화의

신규신청

자택에 전화를 설치하는 경우 공중전화 등으로는 「１１６（일본어）」으로,
핸드폰으로는 0800-2000-116 으로 걸어, ＮＴＴ에 연락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명서（여권 혹은 재류카드）와 일시지불금이
필요합니다．
《일시지불금》
계약료
시설설치부담금 공사비
합계액
가입전화
장기간 이용하는
(가입권을
800 엔 36,000 엔
필요없음 36,800 엔 경우(매달 기본요금이
산다)
싸다)
가입전화・
단기간 이용하는
라이트플랜
800 엔 필요없음
2,000 엔 2,800 엔 경우（가입시
비용이
(가입권을
싸다）
빌린다)
（세금별도）

２． 요금지불
매달 발생되는 요금은 기본요금과 통화료
매달 우송되는 청구서를 가지고 근처에 있는
또 신용카드나 자동이체로 지불하는 방법도
하지 못한 경우 전화이용이 정지되는 경우가

등을 합쳐서 지불합니다．
금융기관，편의점 등에서 지불합니다．
있습니다． （신청이 필요함） 요금을 지불
있습니다．

３． 문의・전화서비스
신청방법，요금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상세하게는 NTT 서일본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URL http://www.ntt-west.co.jp/

전화번호
NTT West Information
（외국어접수상담센터）
전화의 신설・이전
각종서비스의 신청 등
전화의 고장

0120‐064‐337
116
(핸드폰・PHS)
0800-2000-116
113
(핸드폰・PHS)
0120-444-113

접수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7:00
대응언어：영어，스페인어，한국어，포
루투갈어，중국어
9:00～17: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영업
24 시간(녹음에 의한 접수)

전화번호안내（유료）

104

24 시간

재해용전언다이얼

171

재해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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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2 핸드폰
핸드폰 신청은 핸드폰 매장，취급대리점（전기제품 판매점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재류카드，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등의 본인확인서류, 요금지불 수속을 위한 금융기관의 신고인과 예금통장（혹은 통장카드）
혹은 신용카드 등이 필요합니다．
핸드폰회사는 여러 개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각 핸드폰회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주요 핸드폰회사》
전화번호
0120-005-250
（외국어안내서비스）

접수시간 ： 9:00～20:00 (무료)
대응언어：영어，포루투갈어，중국어，
스페인어

0120-800-000

URL https://www.nttdocomo.co.jp/

SoftBank

0800-919-0157 （무료）

URL http://www.softbank.jp/mobile/
＊영어서포트（접수시간：9:00～20:00）
전화를 건 다음“8”을 누른다 (무료)

au

0120-959-472 (영어)
0120-959-473 (포루투갈어)
0120-959-476 (중국어)
0120-959-478 (한국어)
0120-933-952（타갈로그어）
0120-933-961（베트남어）
0077-7-111/157 (일본어)

URL http://www.au.com/
접수시간：9:00~20:00 (무료)

NTT doc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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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3 국제전화를 거는

방법

국제전화는 자택에 있는 가입전화나 핸드폰（별도 계약이 필요할 경우도
있음），일부 공중전화부터 걸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국제전화 회사로
문의해 주십시오（영어 대응 가능）

《주요 국제전화회사》
전화번호
KDDI

식별번호
URL
http://www.001.kddi.com/

0057
0120-977-097

소프트뱅크

0120-03-0061

NTT 커뮤니케이션즈

0120‐506506

≪ 국제다이렉트콜을 거는 방법≫
국제전화회사식별번호
+ 010

URL
https://tm.softbank.jp/consumer/
0061_intphone/

URL
https://www.ntt.com/personal/ser
vices/phone/international.html

+

나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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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전화번호

001

0061

0033

Ⅶ-4 미디어
１．TV
NHKTV（1ch）
일부의 뉴스프로그램은 일본어와 영어 ２개국어로 방송됩니다. 단 ２중음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 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NHK 뉴스 ７
매일
19:00～19:30（30 분）
뉴스워치 ９
월요일～금요일 21:00～22:00（60 분）
NHK 월드 TV（위성방송：NHK BS）
해외용으로서 제작・방송된 NHK 월드 TV 뉴스・프로그램의 일부는 영어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NEWSLINE
BS1 매일 매정시
＊＊＊ ＮＨＫ방송수신료에 대하여 ＊＊＊
TV 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방송수신료 지불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개월 지불액 ６개월 지불액 12 개월 지불액
지상계약
2,620 엔
7,475 엔
14,545 엔
위성계약（지상계약포함） 4,560 엔

13,015 엔

25,320 엔

(지불방법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ＮＨＫ수신료（계약）창구：
URL http://pid.nhk.or.jp/jushinryo/
0120-151515 （9:00～20:00）
050-3786-5003（9:00～20:00）
＜위성방송＞
위성방송을 계약하면 영어뉴스나 영화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뉴스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방송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0570‐066‐066

URL
http://www.nhk.or.jp/digital/satellit
e/index.html
계약의 창구： 0120－151515

SKY Perfect
TV

0120‐039‐888

URL
https://www.skyperfectv.co.jp/eng/

WOWOW

0120‐580‐807

URL http://www.wowow.co.jp/

NHK

BS

＜케이블 TV＞
케이블 TV 를 계약하면 영어 등의 전문채널이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지역에 있는 케이블 TV 회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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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라디오
NHK 라디오제２방송（828kHz）
해외용으로 제작・방송된 NHK 월드・라디오일본의 뉴스・프로그램의 일부는
일본국내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방송시간
프로그램명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일요일
영어 뉴스
14:00～14:15(15 분) 14:00～14:10，
（10 분）
중국어 뉴스
13:00～13:15（15 분） 13:00～13:10（10 분）
한국어 뉴스
13:15～13:30（15 분） 13:40～13:50（10 분）
스페인어 뉴스
13:50～14:00（10 분） 13:50～14:00（10 분）
포르투갈어 뉴스
22:45～23:00（15 분） 23:25～23:35（10 분）
베트남어 뉴스
13:30～13:40（10 분） 없음
인도네시아어 뉴스
13:40～13:50（10 분） 없음
FM COCOLO（76.5MHz）
URL http://cocolo.jp/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３．인터넷
인터넷을 이용하면 홈페이지 열람이나 Ｅ메일의 송수신 등 여러 정보를 수집하거
나 정보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인터넷을 이용할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이용하려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컴퓨터는 구입만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로「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와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요금체계나 서비스 등은 가지각색입니다．
《주요 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
전화번호
OCN

0120‐506‐506

https://www.ntt.com/person
al/ocn.html

BIGLOBE

0120‐56‐0962

http://join.biglobe.ne.jp/

계열
NTT
커뮤니케이
션즈
전기메이커

@nifty

0120‐50‐2210

http://setsuzoku.nifty.com/

전기메이커

Yahoo! BB

0120‐33‐4546

http://bbpromo.yahoo.co.jp/

소프트뱅크

eo 히카리

0120‐34‐1010
http://eonet.jp/go/
전력회사
가입하고있는 케이블 TV 회사로
https://zaq.ne.jp/
케이블 TV
문의해주십시오．
＊이 외에도 프로바이더는 많이 있습니다．

ZAQ

URL

ＮＨＫ월드・라디오일본 온라인
URL http://www3.nhk.or.jp/nhkworld/
인터넷방송으로 １８개국언어로 뉴스를 들을수 있습니다．
또한 ８개국언어로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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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신문・잡지
외국어의 신문（일간지，주간지）・잡지는 정기구독 이외에도 대부분이 인터넷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큰 서점이나 주식회사 OCS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OCS (수입구독 서비스)
 ０１２０― ６２７－０１２ URL https://www.ocs.co.jp/
＜외국어의 신문・잡지 등＞

타이틀
영어의
신문(일간，
주간）
영어의
잡지・
정보지

중국어

필리핀어의
정보지
베트남어
정보지
포르투갈어
정보지
스페인어
정보지

The Japan Times

전화번호
050-3646-0123
(대표)

URL
http://www.japantimes.co.jp/

The Japan News

0120-431-159

http://www.the-japan-news.c
om/

KANSAI Scene

06-6539-1717

https://www.kansaiscene.com
/

중일신보

06-6569-6093

중문도보（주간）

03-4579-7866

유학생신문（월２회）

03-5458-4173

Philippine Digest
필리핀 다이제스트
Hoasen
호아센
Alternativa
올타나티바
Mercado Latino
메르카도 라티노

070-5010-0459
03-5368-0194
050-6860-3660
06-634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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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unichishinpou.c
om/
http://www.chubun.jp/index.p
hp
http://www.mediachina.co.jp/
http://phildigest.jp/
http://gmcinc.co.jp/hoasen
http://www.alternativa.co.jp/
http://www.mercadolatino.jp

５．외국어의

서적・잡지가

도서관명
오사카부립중앙도서관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

있는

도서관

주소・전화
히가시오사카시아라모토
키타 1-2-1
 06‐6745‐0170
오사카시니시구기타호리
에 4-3-2
06‐6539‐3300
히가시오사카시아라모토
기타 1-2-1
 06-6745-0170

휴관일
월요일，제２
목요일휴일

URL
http://www.library.pref.osa
ka.jp/site/central/

제１・３
목요일
공휴일
월요일, 제
2 목요일휴일

http://www.oml.city.osaka.l
g.jp

https://www.library.pref.os
aka.jp/sit e/jibunkan/
오사카국제아동문학관
（여러 외국어의 아동용
서적・잡지）
홈페이지를
＊미노오캠퍼스
http://minoh.library.osaka미노오시아오마다니히가 확인하여
오사카대학외국학도서
u.ac.jp/gaikoku
주십시오.
시 8-1-1
관
(여러 외국어
 072‐730‐5126
서적，잡지，신문）
12:00-16:00 https://www.jetro.go.jp/jetr
오사카시 츄오쿠
토요일，일요 o/japan/osaka/lib.html
아즈치초 2-3-13
제토로 오사카 본부
일，경축일휴 （국제비즈니스에 관한
오사카국제빌딩 29 층
자료열람 코너
일, 연말년시 자료）
 06‐4705‐8604
＊ 거주하는 시정촌의 도서관이나 국제교류센터에 외국어서적이나 잡지를 두고있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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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Ⅷ-1

노동・세금・외국송금
구직활동

１． 일을

찾기

위해서는

헬로워크
일본에는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라는 나라의 기관이 무료로 직업상담이나
취직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우메다）외국인고용서비스코너（사카이）에는 통역원이
있습니다． （포루투갈어，스페인어，중국어 ※영어）（부록Ⅸ-4）
URL https://jsite.mhlw.go.jp/osaka-foreigner/
※ 영어는 오사카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에만 배치
구인정보지 등
그밖에 구인정보지，신문 등에도 구인광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어로
출판되고 있는 신문，잡지，인터넷 등에도 구인광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２． 유학생의

졸업후의

구직활동

유학생이 졸업 후 일본에서 취직할 경우 재류자격을 「유학」에서 취로가능한
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사카외국인고용서비스센트」에서는 유학생의
직업상담，취직 가이던스 이외에 재류자격에 대한 상담에도 응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부록Ⅸ-4 88 페이지）
URL https://jsite.mhlw.go.jp/osaka-foreigner/

３． 전문적・기술적업무의

구직활동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능」의 재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전문적・기술적인
직업을 찾는 경우에도 상기 「오사카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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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２ 노동
１． 노동조건
일본에서는 최소한 지켜야 할 노동조건이 노동기준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국내에서 일하는 한 국적，신조，사회적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차이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취직할 때에는 고용주는 노동조건을 정확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해 고용주는 노동자에 대하여 서류로 확실히
써서 남겨야 합니다．
①계약기간
②일을 하는 장소，사업내용
③일의 출/퇴근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잔업
④임금（급료）의 결정，계산 및 지불방법
⑤임금（급료）의 마감 및 지불시기
⑥퇴직에 관한 사항과 해고（회사로부터 퇴직을 강요당하는 것）이유 등
기타 상여（보너스），퇴직금 등을 지불하기로 되어있는 경우는 함께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노동자에 대해서는 「승급이 있는지 없는지｣，｢퇴직수당이
있는지 없는지｣，「상여（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２． 노동에

관한

기준

①노동관계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노동기준법
１）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노동자가 사업으로 인해 부상이나 병을 입은 경우 요양을 위해
일을 쉬고 있는 기간 및 그 후 ３０일간은 퇴직시키면 안됩니다． 예외는
법률에 정해진 보상 등을 사용자가 행사할 경우입니다．
２）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노동자를 퇴직시키려고 하는 경우는 최저 ３０일전에 전해야
합니다．
３）휴업수당
사용자의 사정으로 노동자에게 일을 쉬게 하는 경우는 그 기간은 그
사람의 평균임금의 １００분의 ６０이상의 수당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４）노동시간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８시간，１주일에
４０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이를 넘겨 시간외 노동을 한 경우에는
할증임금이 지불됩니다．
②최저임금법
산업 혹은 업무의 종류，지역에 따라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３． 노동기준감독서
노동기준법이 준수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노동기준감독서입니다． 노동조건이나
노동재해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귀하의 직장을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상의해 주십시오．
（부록Ⅸ-4）

４． 노동재해
본인이 일하던 중이나 일이 원인으로 병이나 부상을 입어 노동기준감독서에
인정받은 경우 본인의 회사・공장이 가입하고있는 보험（노동자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당신의 치료비나 휴업보상，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인의
직장을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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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상담창구
노동조건 등의 트러블 등에 관한 상담을 영어・중국어・포루투갈어로 행하고
있습니다．
오사카노동국 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부록Ⅸ-2）
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상담 다이얼도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록 Ⅸ-2）

６．고용보험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의 안정이나 취직활동을 위해 실업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는
노동자를 고용할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헬로워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때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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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3 세금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은

１． 세금의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방법

① 사업소에 근무하는 경우（소득세，부민세，시정촌민세）
자신이 다니는 회사・사업소가 본인의 급여부터 세금분을 빼서 당신대신에
지불하고 있는 경우로서 본인에게 다른 수입이 없다면 특별한 수속은
필요없습니다．
② 회사나 사업소에서 일하지 않고있는 경우, 또 회사나 사업소에서 일하고있어도
급여부터 세금이 지불되지 않고있는 경우
당신의 소득을 매년 세무서에 신고（보고）하여 시정촌부터 보내오는 납부서에
따라 소득세，부민세，시정촌민세를 지불합니다．또 자신이 회사나 사업소를
가지고있는 경우에는 사업세의 지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２．세의

종류

①

소득세
급여에서 지불되지 않고있는 경우（１－②），세무소에서 확정신고를
합니다．확정신고란 １년간의 급여 등의 수입부터 지불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보고）하는것을 말 합니다．확정신고는 매년 ２월１６일부터
３월１５일까지이며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신고해주십시오．용지 등은 세무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구하거나 재해나 큰 병으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거나 하여 돈을 지불했을 경우, 신고하면 １년간의 수입분에서 감면될 수도
있으므로 세무서와 상담해주십시오．
소득세에는 ２국간의 조세조약에 의하여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센터（각 세무서의 전화번호에 걸어 １을
누른다） 혹은 당신의 모국의 영사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부록Ⅸ－3）
※
소득세의 영어설명
URL https://www.nta.go.jp/english/taxes/consumption_tax/02.htm
②

부민세・시정촌민세
오사카부에 거주하면서 일정액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여
부민세・시정촌민세를 지불해야 합니다．과세대상으로 되는 전년의 소득은 전년의
수입부터 각종공제를 한 액수입니다．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면 그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１월１일현재의 주소지의 시정촌이 과세하지만 급여소득자는 급여에서
공제되며 그외의 분들은 납부서가 송부되어 오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은행
등으로 납부합니다．
오사카부의 부민세는 과세소득의 ４％이며 여기에 균등할액의 １800 엔이
더해집니다. （또한 2016 년도부터 2019 년도까지 사이에는、삼림보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부민세 균등할부액에 연 300 엔이 가산됩니다.） 한편 시정촌민세는
과세소득의 ６％로 설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３5００엔이 더해집니다．(지정도시는
부민세２％, 시정촌민세 8%)

③

고정자산세
매년 １월１일현재 당신이 부동산（토지，건물）이나 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것들이 있는 시정촌에 고정자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세금액은 부동산
등의 평가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매년 납부서가 송부되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 은행 등에서 지불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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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동차세，경자동차
４월１일시점에서 자동차，경자동차，오토바이의 차량검사증상의 소유자에게
과해집니다．매해 ４월～５월에 납부서가 송부되기 때문에 은행이나 편의점 등에서
지불해주십시오．
⑤ 기타 세금
a) 소비세
온갖 물품의 구입，서비스에 대하여 세율１０％가 듭니다만, 일부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경감세율（８％）가 과해집니다.
b) 기타
기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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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4 은행・외국송금
１．은행
일본회사에서 일하고 또 ６개월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사람은 은행에서 구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 등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정해진 서류에
필요사항을 기입합니다. 계좌를 개설하면 희망에 따라 통장이 발행됩니다．이것은 거래를
기록하는 동시에 본인이 계좌를 가지고있다는 증명이 됩니다．돈을 찾기 위해서는
통장과 도장이 필요하지만 외국인경우는 싸인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희망하면
ATM 의 카드（현금카드）를 발행해줍니다．통장이 없어도 기계에서 예금이나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보통 은행창구는 평일 오전 ９시부터 오후 ３시까지밖에 열지 않고
있으나 ATM 의 경우 그 외 시간에도 기계에서 인출 등의 거래을 할 수
있습니다．또 편의점이나 역 구내 등에도 ATM 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수수료가 들
경우가 있습니다．）

２．우체국
일본우체국은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체류카드 등이 있으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은행과 마찬가지로 ATM 카드를
발행해줍니다．우체국의 저축・송금업무는 보통 오전 ９시부터 오후 ４시까지
진행하고있습니다．（연말연시，토，일요일，공휴일은 쉼）

３．외국송금
외국송금은 은행과 우체국의 ２가지 방법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자금이동업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자금이동업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송금 가능한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나 은행 등에서 송금하는 것보다 쌉니다.
전국 재무국 등에 등록되어 있는 업자 일람입니다.
URL https://www.fsa.go.jp/menkyo/menkyoj/shikin_idou.pdf
은행은 지점에 따라서는 외국송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우체국에서의 외국송금은 유우쵸은행・국제송금취급우체국에서만
하고있습니다．계좌에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외에도 머니오더（외환증서）를
작성하여 우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머니오더도 은행 및 우체국에서 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규정상 송금수속 시에 체류카드 등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과 마이넘버를 창구에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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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5 연금
２０세이상 ６０세미만인 사람은 외국인이라 해도 연금 가입과 보험료 지불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가입하는 연금에는 후생연금보험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１． 후생연금보험
５명이상의 회사원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２０세이상인 사람은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파트타이머인 경우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의
3/4 이상이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3/4 미만이더라도 단기노동자 자격취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가입합니다.) 보험료는 근무처와 노동자가 ５０％씩 부담하지만 그
액수는 노동자의 급여나 보너스의 액수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또 보험료의 지불은
근무처를 통해 행해집니다．
（＊）１ 1 주일에 20 시간 이상 근무한다
２ 1 년 이상 고용될 예정이다
３ 한 달에 8.8 만엔 이상의 임금이 있다
４ 학생이 아닐 것
５ 평소 501 명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에서 근무한다

２． 국민연금보험
후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액수는 소득에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한달 16,410 엔（2019 년도）입니다. 수입이 적은 경우 등 보험료를 지불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신청에 따라 보험료의 전액 혹은 일부가 면제됱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금담당창구에서 확인해주십시오．

３． 탈퇴

일시금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에는 「탈퇴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일본체재 중에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６개월이상 납부한 경우 일본을 출국 후
２년 이내에 수속에 따라 청구하면 돈이 지불되는 제도입니다． 단, 수급자격 기간이
10 년 이상 있는 분은 탈퇴 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정촌사무소의
연금담당창구 또는 연금사무소나 근처의 연금상담센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부록
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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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부록

IX-1 관계기관리스트
1.오사카부･부내시정촌（오사카시，사카이시는제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대응시간

URL

9:00-17:30
06-6941-0351 （월-금 12/29
(일본어)
-1/3 제외）
06-6941-2297
(영어・중국어・
츄오우구오테마에 한국어・
포르투갈어・
２쵸메
스페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인도네
시아어・네팔어
・일본어）
오사카시
오사카부

9:00-20:00
http://www.pref.osaka.lg.jp/
（월・금)
[다언어자동번역기능]
9:00-17:30
(화・수・목）
13:00-17:00
（제2、제4
일요일）
(12/29-1/3제
외）
http://www.city.suita.osaka.jp/
[영어、한국・조선어、중국어간
체、중국어번체자동번역기능]
http://www.city.takatsuki.osak
a.jp/kurashi/shiminkatsudo/for
8:45-17:15
eignlanguage/ [영어、한국 ・
조선어、중국어간체자동번역기
능]
http://www.city.ibaraki.osaka.j
p/ [영어、한국・
8:45-17:15
조선어、중국어간체자동번역기
능]
http://www.city.settsu.osaka.j
9:00-17:15
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www.shimamotocho.jp/[
9:00-17:30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s://www.city.toyonaka.osa
ka.jp/index.html
9:00-17:15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tifa-toyonaka.org./en/
10:00-12:00 [영어]
13:00-16:00

스이타시

스이타시이즈미쵸
06-6384-1231 9:00-17:30
１-3-4-40

다카츠키시

다카츠키시도우엔
072-674-7111
쵸2-1

이바라키시

이바라키시에키마
072-622-8121
에3-8-13

셋츠시미시마1-1 06-6383-1111
-1
072-638-0007
미시마군시마모토
시마모토쵸
075-961-5151
쵸사쿠라이2-1-1
셋츠시

06-6858-2525
일본어
도요나카시

이케다시

도요나카시나카사
06-6858-2730
구라즈카3-1-1
영어（월･화･목
･금）중국어（
수）

이케다시죠난1-1
072-752-1111 8:45-17: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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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ty.ikeda.osaka.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미노오시

미노오시니시쇼우
072-723-2121 8:45-17:15
지4-6-1

도요노군도요노쵸
요노414-1
도요노군노세쵸슈
노세쵸
쿠노28
이즈미오츠 이즈미오츠시시노
시
노메쵸9-12
이즈미시후츄쵸2
이즈미시
-7-5
다카이시시카모4
다카이시시
-1-1
센보쿠군타다오카
다다오카쵸 쵸타다오카히가시
1-34-1
도요노쵸

기시와다시

072-734-0001 8:30-17:30
0725-33-1131 8:45-17:15
0725-41-1551 9:00-17:15
072-265-1001 9:00-17:30
0725-22-1122 9:00-17:30

기시와다시키시키
072-423-2121 9:00-17:30
쵸7-1

가이즈카시하타케
나카시1-17-1
이즈미사노시이치
이즈미사노
바히가시1-295시
3
센난시타루이1-1
센난시
-1
한난시오자키쵸3
한난시
5-1
센난군구마토리쵸
구마토리쵸
노제1-1-1
센난군타지리정오
다지리쵸 아자카쇼우지375
-1
가이즈카시

072-739-0001 9:00-17:30

072-423-2151 8:45-17:15
072-463-1212 8:45-17:15
072-483-0001 9:00-17 :30
072-471-5678 8:45-17:15
072-452-1001 9:00-17:30

http://www.city.minoh.lg.jp
[영어、한국・조선어、중국어간
체、중국어번체자동번역기능]
http://www.town.toyono.osaka
.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www.town.nose.osaka.j
p/ [일본어]
http://www.city.izumiotsu.lg.jp
/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www.city.osaka-izumi.l
g.jp/ [일본어]
http://www.city.takaishi.lg.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www.town.tadaoka.osak
a.jp/ [일본어]
http://www.city.kishiwada.osa
ka.jp/translation/english.html/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www.city.kaizuka.lg.jp/
[일본어]
http://www.city.izumisano.lg.j
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www.city.sennan.osaka.
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www.city.hannan.lg.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www.town.kumatori.lg.j
p/ [일본어]

072-466-1000 8:45-17:15

http://www.town.tajiri.osaka.j
p/ [일본어]

미사키쵸

센난군미사키쵸후 072-492-2775
9:00-17:30
케2000-1
（국제교류）

http://www.town.misaki.osaka
.jp/ [다언어번역기능]

돈다바야시

돈다바시시도키와
0721-25-1000 9:00-17:30
쵸1-1

http://www.city.tondabayashi.
osaka.jp [다언어번역기능]
http://www.city.kawachinagan
o.lg.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가와치나가 가와치나가노시하
0721-53-1111 9:00-17:30
노시
라쵸1-1-1
（월～금）
9:00-17:30
마츠바라시아오1
마츠바라시
072-334-1550
（제3토）
-1-1
9:00-12:00
하비키노시콘다4
072-958-1111 9:00-17:30
하비키노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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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ity.matsubara.lg.
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s://www.city.habikino.lg.jp
/ [다언어자동번역기능]

후지이데라 후지이데라시오카
072-939-1111 9:00-17:30
시
1-1-1
（월～금）
9:00-17:30
오사카사야 오사카사야마시사
072-366-0011
（제1・3토）
마시
야마1-2384-1
9:00-12:00
미나미카와치군타
다이시쵸 이시쵸오아자야마 0721-98-0300 9:00-17:30
다88
미나미카와치군가
가난쵸
난쵸오아자시라키 0721-93-2500 9:00-17:30
1359-6
미나미카와치군치
치하야아카
하야아카사카무라 0721-72-0081 9:00-17:30
사카무라
오아자수이분180
072-991-3881
8:45-17:15
일본어
072-922-3232
야오시혼마치1-1
야오시
베트남어（월･
-1
9:00-17:00
화･목･금）,한국
통역서비스
･조선어,중국어(
수)
가시와라시안도우
072-972-1501 8:45-17:15
가시와라시
쵸1-55
06-4309-3000
9:00-17:30
일본어
히가시오사 히가시오사카시아 06-4309-3311 월-금10:00카시
라모토키타1-1-1 영어，한국조선 17:30
제4 토요일
어，중국어,
9:00~12:00
스페인어
모리구치시케이한
모리구치시
06-6992-1221 9:00-17:30
혼도우리2-2-5

히라카타시

히라카타시오오가
072-841-1221 9:00-17:30
이토쵸2-1-20

네야가와시

네야가와시혼마치
072-824-1181 9:00-17:30
1-1

다이토우시

다이토우시타니가
072-872-2181 9:00-17:30
와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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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ty.fujiidera.osak
a.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www.city.osakasayama.
osaka.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www.town.taishi.osaka.j
p/ [일본어]
http://www.town.kanan.osaka.
jp/ [일본어]
http://www.vill.chihayaakasak
a.osaka.jp/ [일본어]

https://www.city.yao.osaka.jp/
[일본어,영어,한국어,중국어,베트
남어,포르투갈어 응대]

http://www.city.kashiwara.osa
ka.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www.city.higashiosaka.l
g.jp/
[영어、한국・조선어、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자동번역기능]
http://www.city.moriguchi.osa
ka.jp/ [영어、한국・
조선어、중국어간체、중국어번
체자동번역기능]
https://www.city.hirakata.osak
a.jp/
[영어、한국・조선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자동번역기능]
https://www.city.neyagawa.os
aka.jp/
[영어、한국・
조선어、중국어간체자동번역기
능]
http://www.city.daito.lg.jp/
[영어、한국
・
조선어、중국어간체、중국어번
체자동번역기능]

가도마시

가도마시나카마치 06-6902-1231
9:00-17:30
1-1
일본어

시죠나와테 시죠나와테시나카
072-877-2121 8:45-17:15
시
노혼마치1-1

가타노시

가타노시사키베1
072-892-0121 9:00-17:30
-1-1

http://www.city.kadoma.osaka
.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s://www.city.shijonawate.l
g.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s://www.city.katano.osaka
.jp/
[영어、한국・조선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자동번역기능]

2.오사카시 및 시내구역소,시세사무소
시정촌명

주소

전화번호

대응시간

URL

06-6208-8181
（일본어）

월～금
http://www.city.osaka.l
9:00-17:30 g.jp/
[다언어자동번역기능]
오사카시키타
연말년초를 http://www.ih-osaka.or
오사카시 구나카노시마1 06-6773-6533
제외한
.jp/enjoy/jp/index.html/
-3-20
월～금
인포메이션･카운터
외국인을 위한 상담창구
(영어,중국어,한국조선어,베트남 9:00-19:00 [영어,한국조선어,베트남
토、일、휴 어,필리핀어]
어,필리핀어)
일
9:00-17:30

대응시간（하기공통）

대응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월～금）9:00-17:30
※금요일은 일부 창구에서19:00까지 연장
（제4일요일）9:00-17:30
※일부 창구에 제한한다.
행정구명

주소

오사카시기타구오우
기마치2-1-27
미야코지마 오사카시미야코지마
구
구나카노쵸2-16-20
오사카시후쿠시마구
후쿠시마구
오오비라키1-8-1
오사카시고노하나구
고노하나구
카수가데키타1-8-4
오사카시츄오구규타
츄오구
로우마치1-2-27
기타구

전화번호
외국적주민상담
담당이 모를 때
창구
06-6313-9907 06-6313-9986
06-6882-9907 06-6882-9986
06-6464-9907 06-6464-9986
06-6466-9907 06-6466-9986
06-6267-9907 06-6267-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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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다언어자동번역기능]
http://www.city.osaka.lg
.jp/kita/
http://www.city.osaka.lg
.jp/miyakojima/
http://www.city.osaka.lg
.jp/fukushima/
http://www.city.osaka.lg
.jp/konohana/
http://www.city.osaka.lg
.jp/chuo/

니시구
미나토구
다이쇼구
텐노우지구
나니와구
니시요도가
와구
요도가와구
히가시요도
가와구
히가시나리
구
이쿠노구
아사히구
죠토우구
츠루미구
아베노구
스미노에구
스미요시구
히가시스미
요시구
히라노구
니시나리구

시세사무소
우메다

오사카시니시쿠신마
치4-5-14
오사카시미나토구이
치오카1-15-25
오사카시다이쇼구치
시마2-7-95
오사카시텐노우지구
신보우인쵸20-33
오사카시나니와구시
키츠히가시1-4-20
오사카시니시요도가
와구미테지마1-2-1
0
오사카시요도가와구
쥬소우히가시2-3-3
오사카시히가시요도
가와구2-1-4
오사카시히가시나리
구오오이마자토니시
2-8-4
오사카시이쿠노구가
츠야마미나미3-1-1
9
오사카시아사히구오
오미야1-1-17
오사카시죠토우구쥬
오우3-4-29
오사카시츠르미구요
코츠즈미5-4-19
오사카시아베구후미
노사토1-1-40
오사카시스미노에구
미사키3-1-17
오사카시스미요시구
미나미스미요시3-1
5-55
오사카시히가시수미
쇼시구히가시타나베
1-13-4
오사카시히라노구세
토구치3-8-19
오사카시니시나리구
키시노사토1-5-20

06-6532-9907 06-6532-9986
06-6576-9907 06-6576-9986
06-4394-9907 06-4394-9986
06-6774-9907 06-6774-9986
06-6647-9907 06-6647-9986
06-6478-9907 06-6478-9986

http://www.city.osaka.lg
.jp/nishi/
http://www.city.osaka.lg
.jp/minato/
http://www.city.osaka.lg
.jp/taisho/
http://www.city.osaka.lg
.jp/tennoji/
http://www.city.osaka.lg
.jp/naniwa/
http://www.city.osaka.lg
.jp/nishiyodogawa/

http://www.city.osaka.lg
.jp/yodogawa/
http://www.city.osaka.lg
06-4809-9907 06-4809-9986
.jp/higashiyodogawa/

06-6308-9907 06-6308-9986

06-6977-9907 06-6977-9986

http://www.city.osaka.lg
.jp/higashinari/

06-6715-9907 06-6715-9986

http://www.city.osaka.lg
.jp/ikuno/

06-6957-9907 06-6957-9986
06-6930-9907 06-6930-9986
06-6915-9907 06-6915-9986
06-6622-9907 06-6622-9986
06-6682-9907 06-6682-9986

http://www.city.osaka.lg
.jp/asahi/
http://www.city.osaka.lg
.jp/joto/
http://www.city.osaka.lg
.jp/tsurumi/
http://www.city.osaka.lg
.jp/abeno/
http://www.city.osaka.lg
.jp/suminoe/

06-6694-9907 06-6694-9986

http://www.city.osaka.lg
.jp/sumiyoshi/

06-4399-9907 06-4399-9986

http://www.city.osaka.lg
.jp/higashisumiyoshi/

http://www.city.osaka.lg
.jp/hirano/
http://www.city.osaka.lg
06-6659-9907 06-6659-9986
.jp/nishinari/
06-4302-9907 06-4302-9986

주소

전화번호

오사카시키타구우메다1-2-2-700
오사카에키마에 다이니빌7층

06-4797-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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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시간

교바시
벤텐쵸
난바
아베노
센바호우
진

오사카시카타마치2-2-48
JEI쿄바시빌딩4층
오사카시미나토구벤텐1-2-2-100
오-쿠200 2반가이1층
오사카시나니와구미나토마치1-4-1
오사카시티에아타미나루빌
(OCAT)5층
오사카시아베노구아사히마치1-2-7-7
02 아베노메딧쿠스7층
오사카시츄오우구센바츄오우1-4-3-2
03 센바센타빌3호관2층

06-4801-2948
06-4395-2948
06-4397-2948

월～금
9:00-17:30
금요일은 19 :00까지

06-4396-2948
06-4705-2948

3.사카이시 및 시내구역소
시정촌명

사카이시

행정구명
사카이구
기타구
니시구
나카구
히가시구
미하라구
미나미구

주소

전화번호

사카이시사카이구미
072-233-1101
나미카와라마치3-1

주소
사카이시사카이구미나미
카와라마치3-1
사카이시기타구신카나오
카쵸5-1-4
사카이시니시구오오토리
히가시마치6-600
사카이시나카구후카이자
와마치2470-7
사카이시히가시구히키쇼
하라데라마치195-1
사카이시미하라구쿠로야
마167-1
사카이시미나미구모모야
다이1-1-1

전화번호
072-228-7403
072-258-6706
072-275-1901
072-270-8181
072-287-8100
072-363-9311
072-29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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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시간

9:00-17:30

URL
http://www.city.sakai.l
g.jp/foreign.html
[일본어,영어,한국어,중
국어,포르투갈어,스페인
어,베트남어,핸드폰사이
트]

URL
[일본어]
https://www.city.sakai.l
g.jp/sakai/index.html
http://www.city.sakai.lg.
jp/kita/index.html
월～금
9:00-17:30 http://www.city.sakai.lg.
jp/nishi/index.html
http://www.city.sakai.lg.
jp/naka/index.html
월～금
https://www.city.sakai.l
9:00-17:30 g.jp/higasi/index.html
http://www.city.sakai.lg.
jp/mihara/index.html
http://www.city.sakai.lg.
jp/minami/index.html
대응시간

4.입국관계기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오사카시스미노에구
난코키타 1-29-53
오사카출입국 지하철(Osaka Metro)
재류관리국
츄오우센코스모스쿠
에어역3호출구
하차후 바로 근교)

대응시간

URL

http://www.immi-mo
각부서의직통번호는 월～금
j.go.jp/
아래URL을 참조
9:00-17:30
http://www.immimo (단,
[일본어,영어,한국어,
j.go.jp/keiziban/pdf 접수는16:00
중국어,포르투갈어,스
까지)
/dialin-osaka.pdf
페인어]

5.오사카부내의 국제협회 리스트
(공익재단)오사카부국제교류재단（ＯＦＩＸ）http://www.ofix.or.jp/
TEL 06-6966-2400
FAX 06-6966-2401

540-0029 오사카시츄오우구혼마치바시 2-5
마이도-무오사카 5 층
info@ofix.or.jp

(공익재단)오사카국제교류센터（Ｉ-house）http://www.lh-osaka.or.jp/
TEL 06-6772-8989
FAX 06-6773-8421

543-0001 오사카시텐노우지구혼마치 8-2-6
center@ih-osaka.or.jp

(공익재단)스이타시국제교류협회（ＳＩＦＡ）http://suita-sifa.org/
TEL 06-6835-1192
FAX 06-6835-6420

565-0862 스이타시쓰꾸모다이 1-2-1
센리뉴타운프라자 6 층
info@suita-sifa.org

(공익재단)타카츠키시도시교류협회（ＴＩＡ）http://www.takatsuki‐intl‐assn.or.jp/
TEL 072-674-7396
FAX 072-661-8355

569-0067 타카츠키시토우엔쵸 2-1 타카츠키시역소 내
타카츠키시소우고우센터 4 층
tia@takatsuki-intl-assn.or.jp

이바라키시국제친선협회 http://suita-ifal.jp/
TEL 072-620-1810
FAX 072-622-7202

567-8505 이바라키시에키마에 3-8-13
이바라기시시민문화부 문화진흥과내

셋츠시국제교류협회(SAIE) http://settsu-saie.org/
TEL06-16319-6251
FAX 06-6318-6004

566- 0021 셋츠시미나미센리오카 5-35
셋츠시립커뮤니티플라자２층
office@settsu-saie.org

(공익재단)도요나카국제교류협회 http://www.a-atoms.info/
TEL 06-6843-4343
FAX 06-6843-4375

560-0026 토요나카시타마이쵸 1-1-1-601(＜에토레토요나카＞６
층)
toyonakakokuryu@tcct.zaq.ne.jp

이케다시국제교류센터(IMC）
http://www.city.ikeda.osaka.jp/shisetsu/bunka/1447722780463.html
563-0025
TEL072-735-7588
이케다시죠난 3-1-40（이케다시보건복지종합센터 2 층）
FAX072-735-7589
imc@city.ikeda.osak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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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미노오시국제교류협회（ＭＡＦＧＡ）http://mafga.or.jp/
TEL 072-727-6912
FAX 072-727-6920

562-0023 미노오시오노하라니시 5-2-36
미노오시립다문화교류센터
info@mafga.or.jp

이즈미오츠국제교류협회 http://www.city.lzumiotsu.lo.jp/kakuka/sogoseisaku/seisakusuisi
n/kokusaikoryu/kokusaikoryuokyokai//index.html
TEL 0725-33-1131
FAX 0725-21-0412

595-8686 이즈미오오츠시시노노메쵸 9-12
이즈미오츠시종합정책부정책추진과내
kokusai@city.izumiotsu.osaka.jp

이즈미시국제교류협회 http://www.city.osaka-izumi.lg.jp/kakukano/soumubu/zinkenkokus
ai/gyomu/kokusaikouryu.html
TEL0725-99-8115(직통)
FAX 0725-45-3128

594-8501 이즈미시후츄우촌 2-7-5
이즈미시총무부인권･남녀참획실인권국제담당

다카이시시자매도시협회
TEL 072-265-1001
FAX 072-263-6116

592-8585 다카이시카모 4-1-1 타카이시청 정책추진부비서과
내

다다오카쵸국제교류협회
TEL 0725-22-1122
FAX 0725-22-0364

595-0805 센보쿠군타다오카쵸타다오카히가시 1-34-1
다다오카초사무소인권홍보과 내
tadaokajinken@town-tadaoka.jp

기시와다시국제교류협회 https://ifa-kishiwada.rinku.org/
TEL/ FAX 072-457-9694

596-0004 기시와다샤라키쵸 1-17-1 마도카홀 내
kokusai@sensyu.ne.jp

가이즈카국제교류협회（ＫＡＩＦＡ）http://kaizuka-kokusai.jimdo.com/
TEL 072-433-7230
FAX 072-433-7233

597-8585 가이즈카시 다다나카 1-17-1 가이즈카시
도시정책부 교류추진과 내
koryu@city.kaizuka.lg.jp

(특활)이즈미사노지구교류협회（ＩＣＡ）http://www.ica.gr.jp/wp/features-ja
TEL 072-464-7201
FAX 072-464-7177

598-0035 이즈미사노시미나미나 476-2
남부시민교류센터본관 1 층
info@ica.gr.jp

센난시ＡＢＣ위원회 https://abc-iinkai.jp/
TEL 072-483-0004
FAX 072-483-0325

590-0521 센난시타루이 1-1-1 센난시종합정책부정책추진과내
sinkou@city.sennan.lg.jp

한난시국제교류서클 http://www.city.hannan.lg.jp/
TEL 072-471-5678
FAX 072-473-3504

599-0204

한난시오자키초 35- １
한난시교육위원회내
s-gakusyuu@city.hannan.osaka.jp

가와치나가노시국제교류협회（ＫＩＦＡ）http://www.kifa-web.jp/
TEL 0721-24-2622
FAX 0721-54-0004

586-0025 카와치나가노시쇼우에이쵸 7-1
시민교류센터(KICCS)3 층
office@kifa-web.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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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돈다바야시국제교류협회 http://www4.kcn.ne.jp/~ticc/
TEL/FAX 0721-24-2622

584-0036 돈다바야시코우다 1-4-31
ticc@m4.kcn.ne.jp

하비키노국제국제볼런티어서클 미야비（ＭＩＹＡＢＩ）
TEL 072-958-1111
FAX 072-958-0397

583-8585 하비키노시콘다 4-1-1 하비키노시 시민인권부
시민협동 후레아이과 내
shiminkyoudou@city.habikino.osaka.jp

후지이데라시국제교류협회 http://fujiidera.web.fc2.com/
TEL 072-939-1050
FAX 072-952-8981

583-8583 후지이데라시오카１-１-１
후지이데라시지역진흥과내

(공익재단)야오시국제교류센터（ＹＩＣ） http://www.helloyic.or.jp/
TEL 072-924-3331
FAX 072-924-3332

581-0833 야오시아사히오카 5-85-16
야오시생애학습센터 내
helloyic@helen.ocn.ne.jp

가시와라시국제교류협회 http://www.city.kashiwara.osaka.jp/docs/2014081300056/
TEL 072-972-1501
FAX 072-973-1201

582-8555 카시와라시안도초 1-55
카시와라시청 산업진흥과 내
sangyo@city.kashiwara.osaka.jp

히가시오사카시국제교류협회 http://hoifa.com/
TEL 06-4309-3155
FAX 06-4309-3823

577-8521 히가시오사카시 아라모토키타 1-1-1
히가시오사카시 인권문화부 문화국제과 내
bunkoku@city.higashiosaka.lg.jp

모리구치국제교류도모노카이
TEL 06-6992-1516
080-6219-5344

570-8666 모리구치시게이한혼도리 2-5-5 모리구치시청
시민생활부지역진흥과 내

(공익재단)히라카타시문화국제재단 http://www.hirabunkoku.or.jp/
TEL 072-843-1123
FAX 072-845-1896

573-0032 히라카타시오카히가시마치 8-33 시민회관 2 층
info@hirabunkoku.or.jp

(특활)네야가와시국제교류협회（ＮＩＥＦＡ）http://niefa.or.jp/
TEL 072-811-5935
FAX 072-811-5936

572-0848 네야가와시하다쵸 41-1 시민회관 1 층

(특활)가타노시국제교류협회（ＫＩＦＡ）http://kifasound.web.fc2.com/index.htm/
TEL 072-894-1113
FAX 072-894-1119

576-0043 가타노시마추즈카 14-25 카타노회관 1 층
katano_ifa@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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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2 외국어에 의한 상담창구
이름

상담내용

오사카부외국인
정보코너

(공익재단)오사카
국제교류센터

일반적인
상담전반

인포메이션센터

（특활）AMDA
국제의료정보센
터

（특활）챠－므

영어,중국어,한
국・
조선어,베트남
어,필리핀어（
매일）
대만어,베이징
어

간사이생면선

외국인재류종합

응대언어
영어,포르투갈
어,
필리핀,태국어,
중국어,한국・
조선어,베트남
어,인도네시아
어,네팔어

재류자격에
관한 상담

의료상담
（일본의
의료제도・
외국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관
안내 통역
등
의료상담
（HIV 등
성행위감염증
에 관한
다언어상담）

실시날
연락처
월・금요일
06-6941-2297
9:00～20:00
메일상담
화・수・목
（일본어・영어）
9:00～17:30
Jouhou-c@ofix.or.jp
공휴일・연말・연시 URL
（12/29～1/3）는 http://www.ofix.or.jp/
제외한다.
life/index.html
제 2・4 일요일
13:00～17:00
06-6773-6533
월～금요일
9:00～19:00
URL
토・일요일, 공휴일 http://www.ih-osaka.o
9:00～17:30
r.jp/
연말연시는
제외한다.
화요일,목요일,
 06-6441-9595
토요일
URL
10:00～19:00
http://kansai-seimeise
n.com/about_1.html

영어,중국어,스
페인어,한국・
조선어,
포르투갈어

월～금
8:30～17:15

0570-013-904/
03-5796-7112
(IP,PHS,해외)
URL
http://www.immi-moj.
go.jp/info/index.html
03-6233-9266
（센터 도툐）

쉬운 일본어

월～금요일
10:00～15:00

URL
https://www.amdame
dicalcenter.com/

스페인어，포르
투갈어,영어

화요일
16:00-20:00

06-6354-5901
사무소에서의 상담도
가능.
URL
http://www.charmjapa
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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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오사카외국인고
용서비스센터

상담내용
노동상담
(유학생 및
기술적분야
직업소개
・상담）

응대언어
실시날
영어/중국어/포 （모든 공휴일・
르투갈어
연말연시를
제외．또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00～18:00 월
～금

연락처
오사카시키타구스미다
마치 8-47
한큐그랜드빌딩 16 층
06-7709-9465

https://jsite.mhlw.go.j

스페인어

p/osaka-foreigner/

URL

화,목요일
13:00～18:00
노동상담（재
류자격에
관한
어드바이스）
헬로워크사카이

노동상담

중국어(월・화)
포르투갈어(목)
스페인어(제 2,
제 4 수・금요일)

오사카노동국
외국인노동자
상담코너

노동조건에
관한 상담

영어（월，수）
포르투갈어（수
，목）
중국어(수요일)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다이얼

노동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해 법령
설명과 각
관계 기관
소개

영어
(월～금요일)
중국어
(월～금요일)
포르투갈어
(월～금요일)
스페인어
(화～금요일)
필리핀어
(화～금요일)
베트남어(월～
금요일)
미얀마어(월・
수요일)
네팔어(화・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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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4:00～18:00
미리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해주십시오．
월～금
13:00～17:00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필요

072-222-5049
URL
https://jsite.mhlw.go.jp
/osaka-hellowork/list/
sakai/madoguchi_goan
nai.html
9:30～17:00
오사카시
（12:00～13:00
추오구오오테마에 4-1
제외）
-67
요일은 변경될 수 오사카합동정사제 2 호
관9층
있으므로 미리
06-6949-6490
확인하고
오시기바랍니다． URL
https://jsite.mhlw.go.jp
/osaka-roudoukyoku/h
ourei_seido_tetsuzuki/
advisor_foreign_worke
rs.html
0570-001701
10:00～15:00
(12:00～13:00
제외)
0570-001702
0570-001703
0570-001704
0570-001705
0570-001706
0570-001707
0570-001708

이름
오사카부종합
노동사무소

상담내용
직장에서의
고민 등 노동
전반

응대언어
영어
중국어

실시날
월～금요일
9:00～17:45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

오사카부여성상
담센터

여성의
고민・트러블

오사카법무국인
권옹호부인권상
담실

인권

인권
오사카변호사회

일본
사법지원센터(호
테라스)

법률

영어，중국어，
한국어，포르투
갈어，스페인어
，베트남어，필
리핀어，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영어，중국어，
한국・조선어，
필리핀어,포르
투갈어，베트남
어
영어，중국어，
한국・조선어

영어,중국어,한
국・조선어,스
페인어,포르투
갈어,베트남어,
필리핀어,태국
어,네팔어

- 75 -

월～금
9:30～17:30

월～금요일
9:00～17:00
(12:00～13:00
제외)

연락처
오사카시 추오구
이시마치 2-5-3
엘오사카
미나미칸(남쪽관)3 층
06-6946-2608
URL
http://www.pref.osaka.l
g.jp/sogorodo/soudan/
06-6949-6181
URL
http://www.pref.osak
alg.jp/joseisodan/shok
ai.html

0570-050110
URL
http://www.moj.go.jp/
JINKEN/jinken21.html
 06-6364-6251

제 2,제 4 금요일
12:00～17:00

월～금요일
9:00~17:00

 0570-078377
URL
http://www.houterasu
.or.jp/multilingual/ind
ex.html

IX-3 건강과 의료
1.공휴일・야간 응급진료소리스트
（일본어만 대응.

일본어를 알 수 있는 분과 함께 이용해주십시오.）

Int

내과

Ped

소아과

Sur

외과

Den

칫과

Oph

안과

Oto

이비인후과

Ort

정형외과

※ 오사카부 의료기관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fis.pref.osaka.jp/apqq/qq/men/pwtpmenult01.aspx）

시정촌명
스이타시

시설명
주소
전화
스이타시립휴일응 스이타시
급진료소
데구치초 19-2
06-6339-2271
Int Ped Sur Den (종합복지회관 내
보건센터 4층)
다카츠키시 오사카부미시마구 다카츠키시미나미
시마모토쵸 급의료센터
아쿠타가와쵸 11-1
다카츠키・
시마모토야간휴일
072-683-9999
응급진료소
Int Ped Sur Den
이바라키시 이바라키시보험의
료센터부속응급진
료소
Int Den

이바라키시가스가
3-13-5
(이바리키시
보건의료센터 내)

*소아과
구급진료는
다카츠키시마모토
야간휴일응급진료
소로
셋츠시

셋츠시립휴일
소아응급진료소
Ped
도요나카시 도요나카시의료보
건센터진료소
Int Ped Den

셋츠시고우로엔
32-19
도요나카시우에노
사카 2-6-1

도요나카시립쇼나 도요나카시시마에
이보건센터
쵸 1-3-14-101
Int Ped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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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접수시간
일・축・연말연시
9:30～11:30
13:00～16:30

평일（Int・Ped・Sur）
20:30～6:30
토（Int・Ped・Sur）
14:30～6:30
일・축（Den）
9:30～11:30,
13:30～16:30
평일（Int）
21:00～23:30
토（Int）
17:00～6:30
일・축（Int）
072-625-7799 10:00～11:30,
13:00～16:30
18:00～6:30
일・축（Den）
10:0０～11:３０
13:30～16:３０
일・축・연말연시
072-633-1171 9:30～11:30
13:00～16:00
일・축・8/14,15・
06-6848-1661 연말연시
９:30～16:30
일・축・8/14,15・
06-6332-8558 연말연시
９:30～16:30

시정촌명
이케다시

미노오시

시설명
주소
이케다시립휴일응 이케다시죠우난
급진료소
3-1-18
Int Ped Den
(시립이케다병원
동관 1층)
도요노광역어린이 미노오시카야노
응급센터
5-1-14
Ped

미노오시립병원
Int Den Sur

오사카시

쥬소휴일응급진
료소
Int Ped
미야코지마휴일
응급진료소
Int Ped

전화

진료접수시간
일・축・연말연시
9:00～11:30
072-752-1551
13:00～15:30

평일
18:30～아침6:30
072-729-1981 토14:30～아침6:30
일・축・연말연시
8:30～아침6:30
미노오시카야노
평일 (Int・Sur)
5-７-1
18:30～아침6:30
토 (Int・Sur)
14:30～아침6:30
일・축・연말연시
072-728-2001
(Int・Sur)
8:30～아침6:30
일・축・연말연시
(12/29～1/3) (Den)
09:30～16:30
오사카시요도가와
일･축･연말연시
쿠쥬소히가시
10:00～16:30
06-6304-7883
1-11-26

이마자토휴일응
급진료소
Int Ped

오사카시미야코지
일･축･연말연시
마쿠미야코지마미
10:00～16:30
06-6928-3333
나미도오리
1-24-23
오사카시히가시나
일･축･연말연시
리쿠오오이마자토
10:00～16:30
06-6972-0767
니시 3-6-6

나카노휴일응급
진료소
Int Ped

오사카시히가시스
미요시쿠나카노
2-1-20

평일（Ped）
20:30～23:00
10:00～16:30
06-6705-1612
일･축･연말연시
（Int ・Ped）
10:00～16:30
중앙응급진료소 오사카시니시쿠신
평일
Int Ped Oph 마치 4-10-13
（Int・Ped）
Oto
22:00～5:30
（Oph・Oto）
22:00～0:30
06-6534-0321
토
（Int・Ped）
15:00～5:30
（Oph・Oto）
15: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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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사카이시

시설명

주소

전화

진료접수시간
일･축･연말연시
（Int・Ped）
17:00～5:30
（Oph・Oto）
10:00～21:30

니시쿠죠휴일응
급진료소
Int Ped

오사카시코노하나
일･축･연말연시
쿠니시쿠죠
06-6464-2111 10:00～16:30
5-4-25

사와노쵸휴일응
급진료소
Int Ped

오사카시스미요시
일･축･연말연시
구미나미스미요시 06-4700-7771 10:00～16:30
4-14-28

오사카시치과의
사회
부속치과진료소
휴일・야간긴급
진료

오사카시텐노지구 06-6772-8886 일・축･연말연시
쿠도우가시바
9:30～16:00
1-3-27
매일
21:00～새벽
3:00
06-6774-2600
(야간전용)

Den
사카이시어린이
응급진료센터
Ped

사카이시
니시구
에바라지초 1-1-2

사카이시센보꾸응 사카이시미나미구
급진료센터
타케시로다이
Int
1-8-1

- 78 -

평일
20:30~새벽4:30
토17:30~새벽4:30
일・축
9:30~11:30,
12:45~16:30
17:30~새벽4:30
추석8/13,14,15
072-272-0909 9:30~11:30,
12:45~16:30
(토일은17:30~20:3
0),
20:30~새벽4:30
연말연시
9:30~11:00,
12:45~16:30
17:30~새벽4:30
토17:30～20:30
일・축
9:30～11:30,
12:45～16:30,
17:30～20:30
072-292-0099
추석8/13,14,15
9:30～11:30,
12:45～16:30,(토
일은17:30～20:30)
연말연시

시정촌명

시설명

주소

사카이시구강보건 사카이시사카이구
센터
다이센나카마치
Den
18-3

오사카
사야마시

오사카사야마시 오사카사야마시히
의사회휴일진료소 가시노히가시
Int
1-500-1

다카이시시 다카이시립진료센
터
Int Ped
기시와다시 센슈우북부소아초
이즈미시 기구급광역센터
이즈미오츠시 Ped
다카이시시
가이즈카시
다다오카시
가이즈카시 가이즈카시립휴일
급환진료소
Int Den

다카이시시하고로
모 4-4-26

전화

진료접수시간
9:30～11:00,
12:45～16:30

토17:30～20:30
일・축
9:30～11:30
12:45～16:30
추석8/13,14,15
072-243-0099 9:30～11:30,
12:45～16:30,
(토17:30～20:30）
연말연시
9:30～11:00,
12:45～16:30
일・공휴일・
대체휴일(연말연시
072-368-1110
제외)
９: 00～12:00
일･축･연말연시
072-267-0003 9:00～16:00

기시와다시아라키
토 17:00～22:00
쵸 1-1-51
일・축・연말연시
(기시와다메디컬센
072-443-5940 9:00～12:00,
터 내)
13:00～16:00,
17:00～22:00
가이즈카시하타케
나카 1-18-8

일・축・연말연시
（Int・Den）

072-432-1453 10:00～12:00
（Int）
13:00～16:00
이즈미사노시 센슈남부초기
이즈미사노시
토(Int・Ped)
구마토리쵸 응급센터
링쿠오라이키타 1
17:30～20:30
Int Ped
다지리쵸
번지 825
일・축・연말연시
센난시
(Int・Ped)
072-464-6040
미사키쵸
9:30～11:30
한난시
12:30～16:30
목（Ped）
19:30~22:30
돈다바야시시 돈다바야시시립휴 돈다바야시시코우
일・축
일진료소
요우다이 1-3-38
(Int)
0721-28-1333
Int Den
9:00～11:30
13: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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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시설명

주소

돈다바야시병원 돈다바야시시
Ped (중학생
코우요우다이
이하)
1-3-38
가와치나가노 가와치나가노시립 가와치나가노시키
휴일응급진료소 쿠수이쵸 2-13
시
Int Den
*내과(중학생
이하는
진료
불가)

전화

진료접수시간
(Den)9:00～11:30
연말연시
（Int・Den）
9:00～11:30
13:00～15:30
일・축・연말연시
0721-29-1121 9:00～11:30
13:00～15:30
토（Int）
18:00～20:40
일・축・연말연시
（Int）
10:00～11:40,
13:00～15:40
0721-55-0300 일・축일
（Den）
10:00～11:40 연말연
시・골든위크
（Den）

하비키노시 하비키노시립보건
센터휴일응급진료
소
Int Ped Den
소아과
야간응급진료
[운영:마츠바라시
,후지이데라시,하
비키노시]
Ped
후지이데라시 후지이데라시립보
건센터휴일응급진
료소
Int Ped Den
마츠바라시 마츠바라시
도쿠슈카이병원
Ped
야오시

하비키노시곤다
4-2-3

10:00～11:40,
13:00～15:40
일・축・연말연시
10:00～12:00
072-956-1000
13:00～16:00

하비키노시
곤다 4-2-3

토・일・축・연말연시
17:30～21:30
072-956-1000

후지이데라시코야
일・축・연말연시
마 9-4-33
10:00～12:00
072-939-7194
(후지이데라시립보
13:00～16:00
험센터 2층)
마츠바라시아마미
토13:00～17:00
히가시 7-13-26
일・축・연말연시
072-334-3400
9:30~11:30
13:00~16:00
야오시보건센터휴 야오시아사히가오
토（Ped）
일응급진료소
카 5-85-16
17:00～20:30
Int Ped Den
(생애학습센터 내)
일・축・연말연시
(Int, Ped, Den)
072-993-8600
10:00～11:30,
13:00～15: 30
(Int, Ped)
17:0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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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시설명
주소
가시와라시 시립카시와라병원 가시와라시호우젠
Int Ped Sur Car 지 1-7-9
Ort
*소아과는
일요일오전중만

전화
진료접수시간
072-972-0885 （Int）매일24시간
（Sur）목・토・일
8:45~다음날8:45
（Ped）
월20:00~다음날8:00

토・일9:00~11:30
（Ort）목
8:45~다음날8:45
히가시오사카 히가시오사카시휴 히가시오사카시니
일응급진료소
시
시이와타 4-4-38
Int Ped Den

모리구치시 모리구치시내과소
아과휴일응급진료
소
Int Ped

모리구치시오오미
야도우리 1-13-7
(시민보건센터
1층)

06-6789-1121

06-6998-9970

히라카타시 히라카타시휴일응 히라카타시오오가
급진료소
이토쵸 2-9-19
072-845-2656
Int Ped
(히라카타의사회관
2층)
히라카타휴일치과 히라카타시킨야혼
응급진료소（시립 마치 2-13-13
보건센터 내） (보건센터 1 층)
Den
기타카와치야간구
급센터
*소아과(중학
3학년까지)[운영:
모리구치시,히라
카타시,네야가와
시,다이토우시,가
도마시,시죠나와
테시,가타노시]
Ped
네야가와시 네야가와시립보건
복지센터진료소
Int Ped Den

072-848-0841

히라카타시킨야혼
마치 2-13-13
(보건센터 4 층)

토（Int・Ped）
18:00～20:30
일・축・연말연시
（Int・Ped・Den）
10:00～11:30,
13:00～16:30
토
18:00～20:30
일・축
10:00～12:00,
13:30～16:30
18:00～20:30
（Den）
10:00～11:30,
13:00～16:30
토 17:40～20:30
일・축・연말연시
9:40～11:30,
12:40～16:30
일・축・연말연시
9:30～11:30
13:00～16:30
평일･일・축
20:30～새벽5:30

072-840-7555

네야가와시이케다
일・축・연말연시
니시마치 28-22
(Int, Ped, Den)
(시립보건복지센터
9:30～11:30
072-828-3931
1 층)
12:30～16:30
(Ped)
17:3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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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명
시설명
다이토우시 다이토우시휴일진
료소
(중학
3학년까지)
Ped
가도마시 가도마시보건복지
센터진료소
Int Ped Den

시죠나와테시 시죠나와테시립보
건센터휴일진료소
*소아과(16 세
미만)
Ped
가타노시 가타노립휴일급병
진소
Int Ped Den

주소
전화
진료접수시간
다이토우시사이와
일・축・연말연시
이쵸 8-1
10:00～11:30
(보건의료복지센터 072-874-5110 13:00～15:30
내)
가도마시미도우쵸
4-1

시죠나와테시나카
노 3-5-28

일・축・연말연시
(Int, Ped, Den)
10:00～11:30,
06-6903-3000
13:00～16:00
토(Int, Ped)
18:00～20:30
일・축・연말연시
9:30～11:30
072-877-1259 13:00～15:30

카타노시아마노와
일・축・연말연시
라쵸 5-5-1
Int Ped
(카타노시립건강증 072-891-8124 9:45～13:45
진센터 내)
Den
9:45～11:45
가타노시 토요・ 가타노시마츠츠카
토・일・축18:00～
휴일야간응급센터 39-1
21:00
（가타노병원）
072-891-0331
*내과는
15 세이상
Int

※연말연시는 보통 12/29～1/3 입니다만, 해마다 달라질 수 있읍니다. 자세한 것은 각 의료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2. 보건소 리스트
명칭
주소
전화
오사카부 보건소
이케다
이케다시마수미쵸 3-19
072-751-2990
스이타
스이타시데구치쵸 19-3
06-6339-2225
이바라키
이바라키시오오수미쵸８-11
072-624-4668
모리구치
모리구치시케이한혼도리 2-5-5
06-6993-3131
시죠나와테
시죠나와테시에세비쵸 1-16
072-878-1021
후지이데라
후지이데라시후지이데라 1-8-36
072-955-4181
돈다바야시
돈다바야시시코토부키쵸 3-1-35
0721-23-2681
이즈미
이즈미시후츄우쵸 6-12-3
0725-41-1342
기시와다
기시와다시노다쵸 3-13-1
072-422-5681
이즈미사노
이즈미사노시가와라야 583-1
072-462-7701
오사카시・사카이시・히가시오사카시・다카츠키시・도요나카시・히라카타시・야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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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야가와시의 보건소
오사카시보건소
오사카시아베노구아사히마치 1-2-7-1000

06-6647-0641

아베노메딕스 10 층

사카이시보건소

사카이시사카이구미나미카와라마치 3-1

히가시오사카시보
건소
다카츠키시보건소
도요나카시보건소
히라카타시보건소
야오시보건소
네야가와시보건소

본관 6 층
히가시오사카시이와타쵸 4-3-22
기라리시설동
다카츠키시죠토쵸５-7
도요나카시 나카사쿠라즈카 4 쵸메 11-1
히라카타시 오가이토쵸 2 쵸메 2-2
야오시시미즈쵸 1-2-5
네야가와시야사카쵸 28-3

072-222-9933
072-960-3800（대표）
072-661-9333
06-6152-7307
072-845-3151
072-994-0661
072-829-7771

3. 보건（건강）센터 등 리스트
오사카시
구
기타구

시설명

주소

기타구보건복지센 오사카시기타구오우기마
터

치 2-1-27

미야코지 미야코지마구보건 오사카시미야코지마구나
마구

복지센터

카노쵸 2-16-20

후쿠시마 후쿠시마구보건복 오사카시후쿠시마구오오
구

지센터

히라키 1-8-1

고노하나 고노하나구보건복 오사카시코노하나구카스
쿠

지센터

츄오우구

츄오우구보건복지 오사카시츄오우구규우타
센터

니시구

가키타 1-8-4
로우마치 1-2-27

니시구보건복지센 오사카시니시구신마치
터

4-5-14

미나토구 미나토구보건복지 오사카시미나토구이치오
센터
다이쇼구 다이쇼구보건복지
센터

카 1-15-25
오사카시다이쇼구치시
마 2-7-95

텐노우지 텐노우지구보건복

오사카시텐노지구구신포

구

우인쵸 20-33

지센터

나니와구 나니와구보건복지 오사카시나니와구시키즈
센터

히가시 1-4-20

니시요도

니시요도가와구보 오사카시니시요도가와구

가와구

건복지센터

미테지마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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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6313-9882 06-6313-9968

06-6882-9882 06-6882-9968

06-6464-9882 06-6464-9968

06-6466-9882 06-6466-9968

06-6267-9882 06-6267-9968

06-6532-9882 06-6532-9968

06-6576-9882 06-6576-9968

06-4394-9882 06-4394-9968

06-6774-9882 06-6774-9968

06-6647-9882 06-6647-9968

06-6478-9882 06-6478-9968

요도가와 요도가와구보건복 오사카시요도가와구주우
구

지센터

소우히가시 2-3-3

히가시요 히가시요도가와구 오사카시히가시요도가와
도가와구 보건복지센터

구호우신 2-1-4

히가시나 히가시나리구보건 오사카시히가시나리구오
리구

복지센터

오이마자토니시 2-8-4

이쿠노구 이쿠노구보건복지 오사카시이쿠노구카츠야
센터

마미나미 3-1-19

아사히구 아사히구보건복지 오사카시아사히구오오미
센터
죠토우구

야 1-1-17

죠토우구보건복지 오사카시죠토우구츄오우
센터

3-5-45

츠루미구 츠루미구보건복지 오사카시츠루미구요코츠
센터

즈미 5-4-19

아베노구 아베노구보건복지 오사카시아베노구후미노
센터

사토 1-1-40

스미노에 스미노에구보건복 오사카시스미노에구미사
구

지센터

키 3-1-17

스미요시 스미요시구보건복 오사카시스미요시구미나
구

지센터

미스미요시 3-15-55

히가시스 히가시스미요시구 오사카시히가시스미요시
미요시구 보건복지센터

구히가시타나베 1-13-4

히라노구 히라노구보건복지 오사카시히라노구세토구
센터

치 3-8-19

니시나리 니시나리구보건복 오사카시니시나리구키시
구

지센터

노사토 1-5-20

오사카시마음의

오사카시미야코지마구나

건강센터

카노쵸 5-15-21
미야코지마센터빌딩 3 층

＊전화번호

06-6308-9882 06-6308-9968

06-4809-9882 06-4809-9968

06-6977-9882 06-6977-9968

06-6715-9882 06-6715-9968

06-6957-9882 06-6957-9968

06-6930-9882 06-6930-9968

06-6915-9882 06-6915-9968

06-6622-9882 06-6622-9968

06-6682-9882 06-6682-9968

06-6694-9882 06-6694-9968

06-4399-9882 06-4399-9968

06-4302-9882 06-4302-9968

06-6659-9882 06-6659-9968
06-6922-8520 06-6923-0936
（대표）

（마음의 상담）

왼쪽란：각종검진, 예방접종, 모자수첩 등에 관한 문의
오른쪽란：질병예방 및 건간유지증진 등에 대한 원조에 관한 문의
(가정방문, 건강상담, 건강교육, 육아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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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의 시정촌
시정촌명
사카이시

시설명

사카이구카이노쵸히가시3-2-6

072-238-0123

지누가오카보건센터

사카이구쿄우와쵸3-128-4

072-241-6484

기타보건센터
니시보건센터

기타구신카나오카쵸5-1-4
니시구오오토리미나미마치
4-444-1

072-287-8120
072-258-6600
072-271-2012
072-293-1222

나카보건센터

나카구후카이자와마치2470-7

072-270-8100

미하라보건센터

미하라구쿠로야마782-11

072-362-8681

이케다시보건복지종합
센터

사카이시
아사히가오카나카마치4-3-1
건강복지플라자 내

이케다시 죠난3쵸메1-40

도요노쵸립보건복지센

토요노쵸히가시토키와다이1-2-

터

6

미노오시종합보건복지

072-245-9192
(마음의
전화상담:072-24
3-5500)
072-754-6010

072-738-3813

미노오시카야노5-8-1

072-727-9500

미노오시카야노5-8-1

072-727-9555

노제쵸쿠리스82-1

072-731-3201

스이타시립센리뉴타운

스이타시쯔쿠모다이1-2-1

06-6873-8870

지역보건복지센터

센리뉴타운플라자 내

스이타시립보건센터

스이타시데구치쵸19-2

06-6339-1212

셋츠시립보건센터

셋츠시미나미센리오카5-30

06-6381-1710

센터
(재)미노오시의료보건센
터
노세쵸

195-1

미나미구모모야마다이1쵸1-1

건강센터

미노오시

히가시구히키쇼우하라데라마치

미나미보건센터

사카이시마음의

도요노쵸

전화번호

사카이보건센터

히가시보건센터

이케다시

주소

노세쵸보건복지센터
（사사유리센타）

스이타시

셋츠시

이바라키시 (재)이바라키시보건의료 이바라키시카스가3-13-5
센터
（이바라기시건강증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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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25-6685

다카츠키시 다카츠키시립보건센터
다카츠키시립세이부지
역보건센터
시마모토쵸 시마모토쵸
후레아이센터

다카츠키시죠우토우쵸5-1

072-661-1108

다카츠키시톤다쵸2-4-1

072-696-9460

시마모토쵸사쿠라이3-4-1

075-961-1122

히라카타시 히라카타시립보건센터

히라카타시긴야혼마치2-13-13 072-840-7221

네야가와시 네야가와시립보건복지

네야가와시이케다니시마치28-2

센터
모리구치시

가도마시

모리구치시민보건센터
가도마시보건복지센터

1-13-7

06-6992-2217
06-6904-6400

다이토우시사이와이쵸8-1

072-874-9500

시죠우나와테시나카노3-5-28

072-877-1231

가타노시아마노가하라쵸5-5-1

072-893-6400

야오시보건센터

야오시아사히가오카5-85-16

072-993-8600

가시와라시립보건센터

가시와라시오오가타4-15-35

072-973-5516

복지센터
시죠우나와 시죠우나와테시립보건
테시

센터

가타노시

가타노시립보건복지종
합센터

가시와라시

모리구치시오오미야도오리

072-838-1631

가도마시미도우쵸14-1

다이토우시 다이토우시립보건의료

야오시

2

히가시오사 히가시보건센터

히가시오사카시미나미시죠초1-1 072-982-2603

카시

히가시오사카시이와타쵸4-3-22

나카보건센터

니시보건센터

-300
히가시오사카시타카이다모토마
치2-8-27

072-965-6411

06-6788-0085

마츠바라시 마츠바라시립보건센터

마츠바라시타이죠우1-1-40

072-336-7100

하비키노시 하비키노시립보건센터

하비키노시콘다4-2-3

072-956-1000

후지이데라시코야마9-4-33

072-939-1112

후지이데라

후지이데라시립보건센

시

터

오사카사야 오사카사야마시립보건
마시

센터

오사카사야마시이와무로1-97-3 072-367-1300

돈다야바야 돈다바야시시립보건센

돈다바야시시코우요우다이1-3-

시시

35

터

가와치나가 가와치나가노시립보건

0721-28-5520

가와치나가노시키쿠수이쵸2-13 0721-55-0301

노시

센터

가난쵸

가난쵸보건복지센터

가난쵸오오아자시라키1371

0721-93-2500

다이시쵸

다이시쵸립보건센터

다이시쵸오오아자야마다101

0721-98-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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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야아카 치하야아카사카촌립보

치하야아카사카무라오오아자미

사카무라

건센터

즈와케195-1

이즈미시

이즈미시보건센터

이즈미시후츄우쵸4-22-5

0725-47-1551

이즈미오오츠시미야쵸2-25

0725-33-8181

다카이시시하고로모 4-4-26

072-267-1160

이즈미오우 이즈미오오츠시립보건
츠시

센터

다카이시시 다카이시시립종합보건
센터
다다오카쵸

다다오카쵸보건센터

다다오카쵸타다오카히가시
1-34-1

0721-72-0069

0725-22-1122

기시와다시 기시와다시립보건센터

기시와다시벳쇼쵸3-12-1

072-423-8811

가이즈카시 가이즈카시립보건센터

가이즈카시하타케나카1-18-8

072-433-7000

가이즈카시하타케나카1-18-8

072-423-4130

가이즈카시의사회관
이즈미사노 이즈미사노시건강추진

이즈미사노시

시

이치바히가시1-295-3

과

구마토리쵸 구마토리쵸립종합보건

구마토리쵸노다1-1-8

072-463-1212
072-452-1001

복지센터（구마토리후
레아이센터）
다지리쵸

다지리쵸종합보건복지

다지리쵸오오아자카쇼우지883- 072-466-8811

센터

1

（후레아이센터）
센난시

센난시립보건센터

센난시신다이치바1584-1

072-482-7615

한난시

한난시립보건센터

한난시쿠로다263-1

072-472-2800

미사키쵸

미사키쵸립보건센터

미사키쵸타나가와타니가와
2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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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92-2424

IX-4 노동
1. 부내의 헬로워크 리스트

(고용보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헬로워크)

명칭

주소

오사카히
가시

오사카시츄오우구노우닌바
시 2-1-36 빕빌딩
지하철 (Osaka Metro)
타니마치선･츄우오우선
타니마치 4 쵸메역 8 번출구
5분
오사카시기타쿠우메다
1-2-2
오사카역전 제 2 빌딩 16 층
JR 도자이선・기타신치역
동쪽출구에서 바로
오사카시미나토쿠미나미이
치오카 1-2-34
JR 간죠우선 다이쇼역
도보 12 분･
지하철(Osaka Metro)
나가호리츠루미료쿠치선
다이쇼역 4 호출구
도보 12 분

우메다

오사카니
시

아베노

요도가와

후세

사카이

오사카시아베노구
후미노사토 1-4-2
JR 한와선 비쇼엔역
도보 3 분
지하철(Osaka Metro)
다니마치선 후미노사토역
도보 7 분
오사카시요도가와구쥬우소
우혼마치 3-4-11
한큐쥬소역 도보 3 분
히가시오사카시쵸도 1-8-3
7 이온후세역앞점 4 층
긴테츠나라선・
오사카선후세역 도보 2 분
사카이시 사카이구
미나미카와라마치 2-29
사카이 지방합동청사
1-3 층
난카이코우야선
사카이히가시역 도보 5 분

전화번호

06-6942-4771

06-6344-8609

관할지구
츄오우구（오사카니시의
관할 제외）・히가시나리구・
텐노우지구・죠우토구・
츠르미구・이쿠노구

기타구・미야코지마구・
아사히구・코노하나구・
후쿠시마구・니시요도가와구

06-4399-6007

니시구・나니와구・미나토구・
다이쇼우구・츄오우구 중에서
안도우지마치、우에혼마치니
시、토우헤이、우에시오、나
카데라、마츠야마치、가와라
야마지、고즈、미나미센바、
시마노우치、도우톤보리、센
니치마에、난바센니치마에、
난바、닛폰바시、히가시신사
이바시、신사이바시수지、니
시신사이바시、소에몬쵸、타
니마치 6～9 쵸메
아베노구・니시나리구・
스미요시구・히라노구・
스미노에구・
히가시스미요시구

06-6302-4771

히가시요도가와구・
요도가와구・스이타시

06-6582-5271

히가시오사카시・야오시
06-6782-4221
사카이시
072-238-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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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주소

기시와다

기시와다시사쿠자이쵸 1264
JR 한와선
히가시키시와다역
도보 10 분
이케다시사카에혼마치
12-9
한큐타카라즈카선 이케다역
7분
이즈미오오츠시아사히마치
텍스피어 오사카 2 층
난카이본선 이즈미오츠역
도보 3 분
후지이데라시오카 2 초메 10
-18
DH 후지이데라역앞빌딩 3 층
긴테츠미나미
오사카선후지이데라역
도보 2 분
히라카타시오카혼마치 7 번
1 호 비오루네
이온히라카타점 6 층
케이한본선 히라카타시역
도보 3 분
이즈미사노시우에마치
2-1-20
난카이본선 이즈미사노역
도보 5 분
이즈미사노경찰소 옆
이바라키시히가시츄우죠우
쵸 1-12
JR 교토선 이바라키역 도보
8 분 이바라키소방서 서쪽
옆
가와치나가노시쇼우에이쵸
7-2
킨테츠나가노선,난카이코우
야선 카와치나카노역
도보 20 분

이케다

이즈미오
오츠

후지이데
라

히라카타

이즈미사
노

이바라키

가와치나
가노

가도마

가도마시토노시마쵸 6-4
모리구치카도마상공회관
2층
케이한본선, 오사카
모노레일 카도마시역
도보 10 분

전화번호

관할지구
기시와다시・가이즈카시

072-431-5541

072-751-2595

0725-32-5181

이케다시・도요나카시・
미노오시・도요노군
도요노쵸,노세쵸
이즈미오오츠시・이즈미시・
다카이시시・센보쿠군
다다오카쵸
가시와라시・마츠바라시・
하비키노시・후지이데라시

072-955-2570

히라카타시・네야가와시・
카타노시
072-841-3363

072-463-0565

이즈미사노시・센난시・
한난시・센난군
쿠마토리쵸,다지리쵸,미시키
쵸
이바라키시・타카츠키시・
셋츠시・미시마군 시마모토쵸

072-623-2551

0721-53-3081

06-6906-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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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치나가노시・
돈다바야시시・
오사카사야마시・
미나미카와치군
가난쵸・다이시쵸,치하야아
카사카무라
모리구치시・다이토우시・
가도마시・시조우나와테시

외국인고용서비스코너
명칭
주소
전화번호
우메다 오사카시키타구카쿠다마치 8-4
06-7709-9465
7 한큐그랜드빌딩 16 층
사카이 헬로워크 사카이
072-222-5069
(상기 리스트)

관할지구
없음
사카이시

２.노동기준감독서리스트
명칭
주소
오사카츄 오사카시츄오우쿠모리노미야츄
오우 1-15-10
오우
JR 간죠우선､지하철(Osaka
Metro)츄오우선 모리노미야역
바로
덴마
오사카시키타구텐마바시
1-8-30 OAP 타워 7 층
JR 간조선
사쿠라노미야역,JR 도자이선
오사카텐만구역 도보 약 10 분
니시노다 오사카시코노하나구니시쿠죠
5-3-63 JR 간죠우선,한신
남바선 니시쿠죠역 도보 5 분

전화번호
06-7669-8726
06-7669-8727
06-7669-8728
06-7713-2003

관할지역
츄오우구・히가시나리구・
죠토우구・텐노우지구・
나니와구・이쿠노구・
츠르미구
기타구・미야코지마구・
아사히구

06-7713-2004
06-7713-2005
06-7669-8787
06-7669-8787

코노하나구・
니시요도가와구・
후쿠시마구

06-7669-8788
히가시오 히가시오사카시와카에니시신마
사카
치 1-6-5
킨테츠 야에노사토역 도보
7분

06-7713-2025

사카이

072-340-3829

사카이시사카이구
미나미가와라마치 2-29
사카이지방 공동청사 3 층

히가시오사카시・야오시

06-7713-2026
06-7713-2027
사카이시

072-340-3831
072-340-3835

기타오사 히라카타시히가시타미야 1-6-8 072-391-5825
카
케이한 본선 히라카타시역
072-391-5826
도보 5 분
072-391-5827
이바라키 이바라키시 우에나카죠 2-5-7
JR 교토선 이바라키역,
한큐전철교토선 이바라키시역
도보 5 분

072-604-5308

오사카미 오사카시니시나리구타마데나
나미
카 2-13-27
지하철(OsakaMetro)요츠바시
선 타마데역 도보바로

06-7688-5580

072-604-5309

모리구치시・히라카타시・
네야가와시・다이토우시・
카도마시・
시죠우나와테시・카타노시
이바라키시・타카츠키시・
스이타시・셋츠시・
미시마군시마모토정

072-604-5310

06-7688-5581
06-7688-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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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노에구・스미요시군・
니시나리구・아베노구
・히가시스미요시구・
히라노구

명칭
주소
오사카니 오사카시니시구키타호리에
1-2-19
시
아스테리오 기타호리에빌딩
9 층 지하철(OsakaMetro)
요츠바시선 요츠바시 5 번출구
바로
요도가와 오사카시요도가와구니시미구
니 4-1-12
한큐다카라즈카선 미쿠니역
하차 도보 11 분
지하철(Osaka Metro)
미도스지선 히가시미쿠니역
하차 도보 16 분
기시와다 기시와다시키시키쵸 23-16
난카이본선 타코지죠우역 도보
3분

전화번호
06-7713-2021

관할지역
니시구・미나토구・
타이쇼우구

06-7713-2022
06-7713-2023
06-7668-0268
06-7668-0269
06-7668-0270
072-498-1012
072-498-1013

히가시요도가와구・
요도가와구・이케다시・
도요나카시・미노오시・
도요노군
도요노쵸,노세쵸

기시와다시・가이즈카시・
돈즈미사노시・세난시・
센난군・한난시

072-498-1014
하비키노시콘다 3-15-17
하비키노 킨테츠 미나미오사카선
후루이치역 도보 5 분

072-942-1308
072-942-1308

072-942-1309

이즈미오 이즈미오츠시아사히마치 22-45 0725-27-1211
텍스피어오사카 6 층
오츠
0725-27-1211
난카이 본선 이즈미오츠역
도보 3 분
0725-27-1212
＊

상단 감독
중단 안전위생
하단 노동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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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바야시시・
가와치나가노시・
마츠바라시・가시와라시・
하비키노시・
후지이데라시・
오사카사야마시・
미나미가와치군
카난쵸,타이시쵸,치하야아
카사카무라
이즈미오오츠시・
이즈미시・타카이시시・
센보쿠군 다다오카쵸

IX-5 총영사관（간사이）・대사관리스트
1. 간사이에 있는 총영사관과 영사관
총영사관・영사관
Australia

주소

전화

오사카시츄우오우구시로미 2-1-61

재오사카 호주 총영사관

투인 21MID 타워 16 층

China

오사카시니시구우츠보혼마치 3-9-2

06-6445-9481

쿄토시사쿄구요시다이즈미도노쵸 8

075-761-2988

오사카시키타구오오요도나카

06-6440-5070

06-6941-9271

재오사카
중화인민공화국총영사관
France
재쿄토 프랑스총영사관
Germany
재오사카・코베
독일연방공화국총영사관

1-1-88
우메다스카이빌딩동동 35 층

India

오사카시츄우오우구규우타로우마치

재오사카

1-9-26

인도총영사관

센바 I.S. 빌딩 10 층

Indonesia

오사카시키타구나카노시마 6-2-40

06-6449-9898/

재오사카

나카노시마인테스빌딩 22 층

9882~9890

Italy

오사카시기타구나카노시마 2-3-18

06-4706-5820

재오사카 이탈리아총영사관

나카노시마페스티발타워 17 층

Korea

오사카시츄오우구니시신사이바시 2- 06-6213-1401
06-4256-2345
3-4

06-6261-7299

인도네시아공화국총영사관

재오사카 대한민국총영사관

오사카시츄오구큐타로쵸 2-5-13 고
미빌딩
Mongolia
재오사카 몽골국 총영사관

오사카시츄오구하쿠로쵸 1-4-10

06-4963-2572

에스테트바쿠로쵸빌딩 3 층
301, 303 호실

Netherlands

오사카시츄오우구기타하마 1-1-14

재오사카・코베

기타하마 1 쵸메 헤이와빌딩

네덜란드왕국총영사관

8층B실

Pakistan

오사카시스미노에구난코키타 2-1-1

06-6484-6000

06-6569-3106

재오사카

0 아시아태평양트레이드센터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영사관 ITM 동 4 층 H1
Panama
재코베 파나마공화국총영사관

코베시츄오우구쿄우마치 71 야마모 078-392-3361
/3362
토빌딩 7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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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오사카시츄우오우구시로미 2-1-61

재오사카・코베

트원 21MID 타워２４층

필리핀공화국총영사관
Russia

도요나카시니시미도리가오카 1-2-2

재오사카 러시아연방총영사관

06-6910-7881

06-6848-3451/
3452

Thailand

오사카시츄오우구규우타로우마치 1- 06-6262-9226/

재오사카

9-16

타이왕국 총영사관

방콕은행빌딩 1、4、5 층

United Kingdom

오사카시츄오우구바쿠로우마치 3-5 06-6120-5600

재오사카

-1

영국 총영사관

미도스지그랑타워 19 층

U.S.A

오사카시키타구니시텐마 2-11-5

06-6315-5900

사카이시사카이구이치노쵸이치노쵸

072-221-6666

9227

재오사카・코베
아메리카합중국 총영사관
Vietnam
재오사카

히가시 4-2-15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총영사관
（알파벳 순）

２.일본에 소재하는 대사관과 명예영사관
（간사이에 영사관이 없는 경우）
아시아
Bangladesh
Brunei
Cambodia
Laos
Malaysia
Maldives
Myanmar
Nepal
Sri Lanka
Singapore
Timor-Leste
Bhutan

대사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대사관
브루나이・다루사람국대사관
캄보디아왕국대사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대사관
말레이시아대사관
몰디브공화국대사관
미얀마연방공화국대사관
네팔연방민주공화국대사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대사
관
싱가폴공화국대사관
동티모르민주공화국대사관
명예영사관
재오사카 부탄왕국 명예영사관

전화번호
03-3234-5801
03-3447-7997
03-5412-8521
03-5411-2291/2292
03-3476-3840
03-6234-4315
03-3441-9291/9294
03-3713-6241/6242

대사관
캐나다대사관

전화번호
03-5412-6200

03-3440-6911/6912
03-3586-9111/9112
03-3238-0210/0215
전화번호
06-6227-4641

북미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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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대사관

전화번호

Argentine

아루헨티나공화국대사관

03-5420-7101/7105

Belize

벨리즈대사관

Bolivia

볼리비아타민족국대사관

03-3499-5441/5442

Brazil

브라질연방공화국대사관

03-3404-5211

Chile

칠레공화국대사관

03-3452-7561/7562/7585

Colombia

콜롬비아공화국대사관

03-3440-6451

Costa Rica

코스타리카공화국대사관

03-3486-1812

Cuba

쿠바공화국대사관

03-5570-3182

Dominican Republic

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03-3499-6020

Ecuador

에콰도르공화국대사관

03-3499-2800/3498-3984

El Salvador

엘살바도르공화국대사관

03-3499-4461

Guatemala

과테말라공화국대사관

03-3400-1830

Haiti

아이티공화국대사관

03-3486-7096

Honduras

온두라스공화국대사관

03-3409-1150

Jamaica

자메이카대사관

03-3435-1861

Mexico

멕시코합주대사관

03-3581-1131/1135

Nicaragua

니카라과공화국대사관

03-3499-0400/0404

Paraguay

파라과이공화국대사관

03-3265-5271

Peru

페루공화국대사관

03-3406-4243/4249

Uruguay

우루과이동방공화국대사관

03-3486-1888/1750

Venezuela

베네수엘라・보리발공화국

03-3409-1501/1504

03-5365-3407
03-6300-9714(영사부)

명예영사관

전화번호

Antigua and

재도쿄 안티가・바부다

Barbuda

명예영사관

03-3779-1341

구미
대사관

전화번호

Albania

알바니아공화국대사관

03-3543-6861

Armenia

알메니아공화국대사관

03-6277-7453

Austria

오스트리아공화국대사관

03-3451-8281/8282

Azerbaijan

아젤바이잔공화국대사관

03-5486-4744

Belarus

벨로루시공화국대사관

03-3448-1623

Belgium

벨기에왕국대사관

03-3262-0191/019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대사관

03-5422-8231

Bosnia and
Herzegov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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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전화번호
03-3465-1021~1024
/1026/1028/1030

Bulgaria

불가리아공화국대사관

Croatia

크로아티아공화국대사관

03-5469-3014

Czech

체코공화국대사관

03-3400-8122

Danmark

덴마크왕국대사관

03-3496-3001

Estonia

에스토니아공화국대사관

03-5412-7281

Finland

핀란드대사관

03-5447-6000

Georgia

죠지아대사관

03-5575-6091

Greece

그리스대사관

03-3403-0871/0872

Hungary

헝가리대사관

03-5730-7120/7121

Iceland

아이슬란드공화국대사관

03-3447-1944

Ireland

아일렌드대사관

03-3263-0695

카자흐스탄공화국대사관

03-3589-1821/1826

Kazakhstan

(영사부)

Kosovo

코소보공화국대사관

03-6809-2577

Kyrgyz

키르기스공화국대사관

03-6453-8277

Latvia

라트비아공화국대사관

03-3467-6888

Lithuania

리투아니아공화국

03-3408-5091

Luxembourg

룩셈브르크대공국대사관

03-3265-9621～9623

Macedonia

북마케도니아공화국

03-6868-7110

Moldova

모르도바공화국대사관

03-5225-1622

Norway

노르웨이왕국대사관

03-6408-8100

Poland

폴란드공화국대사관

03-5794-7020

Portugal

포르투갈대사관

03-5212-7322

Romania

루마니아대사관

03-3479-0311/0313

San Marino

산마리노공화국대사관

03-5414-7745

Serbia

세르비아공화국대사관

03-3447-3571/3572

Slovak

슬로바키아공화국대사관

03-3451-2200/1033

Slovenia

슬로베니아공화국대사관

03-5468-6275

Spain

스페인왕국대사관

03-3583-8531/8532

Sweden

스웨덴왕국대사관

03-5562-5050

Switzerland

스위스대사관

03-5449-8400

Tajikistan

타지키스탄공화국대사관

03-6721-7455

Turkmenistan

투루크메니스탄대사관

03-5766-1150

Ukraine

우크라이나대사관

03-5474-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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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전화번호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사관

03-6277-2166/3442

Vatican City

로마법왕청대사관

03-3263-6851

European Union

유럽연합대표부（EU）

03-5422-6001

명예영사관
Cyprus

전화번호

재도쿄
키프로스공화국명예총영사관

03-3592-0611

Malta

재도쿄 몰타공화국명예총영사관

03-3460-2392

Monaco

재도쿄 모나코공국명예총영사관

03-3211-4994

Montenegro

재도쿄 몬테네그로명예총영사관

03-5510-5511

중동
대사관
Afghanistan

전화번호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대사관

03-5574-7611

Bahrain

바렌왕국대사관

03-3584-8001

Iran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03-3446-8011/8015

Iraq

이라크공화국대사관

03-5790/5311

Israel

이스라엘국대사관

03-3264-0911

Jordan

요르단・하셰미트왕국대사관

03-5478-7177

Kuwait

쿠웨이트국대사관

03-3455-0361

Lebanon

레바논공화국대사관

03-5114-9950

Oman

오만국대사관

03-5468-1088

Qatar

카타르국대사관

03-5475-0611~0613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03-3589-5241

Syria

시리아・아랍공화국대사관

03-3586-8977/8978

Turkey

터키공화국대사관

03-6439-5700

United Arab

아랍에미리트연방대사관

Emirates
Yemen

예멘공화국대사관

03-5489-0804
03-3499-7151/7152

아프리카
대사관

전화번호

Algeria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대사관

03-3711-2661

Angola

앙고라공화국대사관

03-5430-7879

Benin

베낸공화국대사관

03-6268-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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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전화번호

Botswana

보츠와나공화국대사관

03-5440-5676

Burkina Faso

부르키나파소대사관

03-3485-1930

Cameroon
Congo
(the Republic of
Congo)
Congo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카메룬공화국대사관

03-5430-4985

콩고공화국대사관

03-6456-4394

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

03-5820-1580/1581

Cote d'Ivoire

코트디부아르공화국대사관

03-5454-1401～1403

Djibouti

지부티공화국대사관

03-5704-0682

Egypt

에집트・아랍공화국대사관

03-3770-8022/8023

Eritrea

에리트리아국대사관

03-5791-1815

Ethiopia

에티오피아민주공화국대사관

03-5420-6860/6861

Gabon

가봉공화국대사관

03-5430-9171

Ghana

가나공화국대사관

03-5410-8631/8633

Guinea

기니공화국대사관

03-3770-4640

Kenya

케냐공화국대사관

03-3723-4006/4007

Lesotho

레소토왕국대사관

03-3584-7455

Liberia

라이베리아공화국대사관

03-3441-7720

Libya

리비아대사관

03-3477-0701~0702

Madagascar

마다가스카르공화국

03-3446-7252~7254

Malawi

말라위공화국대사관

03-3449-3010

Mali

말리공화국대사관

03-5447-6881

Mauritania

모리타니・이슬람공화국대사관

03-6712-2147

Morocco

모로코왕국대사관

03-5485-7171

Mozambique

모잠비크공화국대사관

03-5760-6 271/6272

Namibia

나미비아공화국대사관

03-6426-5460

Nigeria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사관

03-5425-8011

Rwanda

루완다공화국대사관

03-5752-4255

Senegal

세네갈공화국대사관

03-3464-8451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03-3265-3366/3369

Sudan

수단공화국대사관

03-5729-6170/2200/2201

Tanzania

탄자니아연방공화국대사관

03-3425-4531

Togo

토고공화국대사관

03-6421-1064

Tunisia

튀니지공화국대사관

03-3511-6622/6625

Uganda

우간다공화국대사관

03-3462-7107

Zambia

잠비아공화국대사관

03-3491-01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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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Zimbabwe

전화번호

짐바브웨공화국대사관
명예총영사관

Central African
Republic

전화번호

재도쿄
중앙아프리카공화국명예총영사관
재도쿄

Mauritius

03-3280-0331/0332

모리셔스공화국명예영사관

03-3702-8808/8332
03-3767-1130

Niger

재도쿄 니제르공화국명예영사관

03-5405-3687

Seychelles

재도쿄 세이셸공화국명예영사관

03-3264-1022

Sao

Tome

프린시페민주공화국명예영사관

Principe
Central

and 재도쿄산토메・

African 재도쿄중앙아프리카공화국명예총

Republic

영사관

03-6206-2572
03-3702-8808
03-3702-8332

대양주
대사관

전화번호

Fiji

피지제도공화국대사관

03-3587-2038

Marshall Islands

마셜제도공화국대사관

03-6432-0557

Micronesia

미크로네시아연방대사관

03-3585-5456

New Zealand

뉴질랜드대사관

03-3467-2271

Palau

팔라우공화국대사관

03-5797-7480

Papua New

파푸아뉴기니대사관

Guinea

03-3710-7001

Samoa

사모아독립대사관

03-6228-3692

Tonga

통가왕국대사관

03-6441-2481

명예총영사관
Solomon Islands
Tuvalu

전화번호

재도쿄
솔로몬제도공화국명예총영사관
재도쿄투발루 명예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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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562-7490
03-6857-7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