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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스케줄
1 개월

2～6개월

７개월
월～ 1 년

●신규재류카드 등록

이후
●재류카드 분실 시 대처
●재류자격 및 기간 변경

필요한수속

●취직을 위한 재류자격변경

●국민건강보험 가입

●재류카드 반납
●확정신고（2/16 ～ 3/15）
●자전거 이용

● 집 구하기

●이사할 때는

●은행계좌개설
●전기/수도 /가스 사용
생활기반
구축

●우편물 수령
생필품 조달
●휴대전화 개통

●운전면허

●인터넷 신청
생활상식
예절

생활상식과 예절

●구직활동

장학금・학비감면제도 신청
학생생활

아르바이트

（자격외활동허가）
일본인 친구 만들기/교류활동에 참가

긴급시 대응편
그 외
각종상담창구의 활용

4

5

1. 필수수속절차
일본에 입국하면 바로 진행해야하는
공적수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1. 재류관리제도「재류카드」
지금까지 일본에 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 필요하였습니다만, 2012년7월
부터는 새로운 재류관리제도인 [재류카드]의 교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제류관리제도도입에따라[외국인등록]제도는폐지되었습니다.

･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세이상일 경우>

영주자 ･･･････ 교부일로부터 7년
영주자 이외 ･･･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재류관리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일본에 중/장기간에 걸쳐 적법하게 재류하는 외국인(유학생포함)에게 재류카드가 교
부됩니다.

<16세미만일 경우>

영주자 ･･･････ 만 16세의 생일까지
영주자 이외 ･･･재류기간 만료일 또는 만 16세의 생일 중 빠른 날짜까지

・근무처변경 등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류기간의 상한이 종전의 3년에서 최장 5년(유학생은4년3개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이내 재입국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수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미나시재입
국허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재류카드란?

■유학생 재류자격의 상한은?
・유학의 재류기간은 종전의 6개월, 1년, 1년3개월, 2년, 2년3개월에 더하여 3개월, 3년
3년4개월, 4년, 4년3개월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학자격의 경우 재류기간의 상한은 최장 4년 3개월이 됩니다.

･ 재류카드는 중/장기재류자를 대상으로 상륙허가 및 재
류자격 변경허가, 재류기간 변경허가 등 재류에 관한 허
가와 함께 교부되는 카드입니다.
●카드 앞면

■유효기간은？

6개월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새 주소지가
기재 되는 란입니다.

３개월

１년３개월 ２년３개월
１년

２년

３년3개월
３년

４년３개월
４년

유학의 경우

●카드 뒷면

■재입국허가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유효한 여권(패스포드) 및 재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출장 후 1년이내에 재입국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나시재입국 허가라고 함)
・미나시재입국허가로 출국한 분이
없습니다.
※재류카드에는 위조방지를 위한
IC칩이 탑재 되어 카드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록됩
니다.

자격외활동허가
를받은경우
허가내용이기재
되는란입니다.

재류기간변경허가신청, 재류자격 허가
신청을 할 때 신청중인 사실이 기재
되는 란입니다.
※신청 후 갱신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
면 새로운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을 해외에서 연장 할 수는

・출국 후 1년이내 (참조)에 재입국하지않으면 재류자격이 상실됩니다.

(참조)재류기간이 출국 후 1년 미만일 경우 재류기한안에 재입국하시기바랍니다.
종전대로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 하는 경우에는 재류기간에 따라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의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토막상식: IC칩에
기록되는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 거주지, 사진 (재류카드에 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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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함) 및 자격외활동허가 시 새로운 허가활동의 주요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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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류관리제도 수속절차
■수속절차
입국심사
・여권에 상륙허가 승인(스티커)을 받습니다.
・중/장기 체류자에게는 재류카드 교부

주거지 신고
주거지가 결정되면 14일 이내에 주거지의 시/구청에 신고합니다.
주의1)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신고해야합니다. --------------------p12참조
주의2) 이름 등 을 변경할 경우 신고해야합니다.------------------p12참조
주의3)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면 신고해야합니다.---------------p12참조

■출입국 공항/항구에서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류관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재류카드를 교부하는 공항/항구에서는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외활동 허가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입국자 중 [유학]의 재류자격으로 결정되어 재류카드 교부대상인 분

■전입 전출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재류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인 주민은 주민기본대장제도의 대상이됩니다.
（일본국민과 동일하게 시,구,정,촌에서 주민표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광등의 단기체재자 등은 제외 , 중장기 체류자등 합법적으로 3개월 이상

재류하고 주소를 소지한 외국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재류관리제도에 의한 주거지 신고는 재류카드를 지참 방문하면 주민기본대장제도의 전입

/전출의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4)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신고해야합니다.------------p12참조
주의5) 재류카드 분실/도난 등의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이 필요합니다.---p13참조

재 류 심 사
・재류기간변경허가, 재류자격변경허가 시 중/장기 거주자에게는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p14 참조

・이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만 가능하지만,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류
류카드」를 받으면
・외출시에는 반드시 재류카드를 지참해야합니다.(휴대의무가 있습니다.)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를 하면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국에서 주거지 신고까지
①입국시 공항 및 항구에서 여권에 상류 허가 승인(승인스티커 부착)을 받는 동시에 중/

・분실에 대비하여 재류카드번호는 수첩 등에 꼭 메모해 두십시오.

장기체류자에게는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당분간 특정공항 및 항구에 한 함: 2020년 2월 현재)
②주거지가 정해지면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지참하고 주거지의 구/시청 등에 신고해
주십시오. 입국 시 재류카드를 교부받지 못한 분은 여권을 지참하고 거주지에 신고해
주십시오. 나중에 재류카드가 송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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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상식 : 공항에서 재류카드가 교부되지않고 나중에 교부되는 경우 시,구,촌에서 주거지를
신고하면 대략 1주일 정도 후에 주거지로 재류카드가 우송됩니다.

＜문의처＞
외국인 재류 통합 인포메이션 센터 (평일 8:30~17:15)

☎ 0570-013904
（IP 전화
화・PHS・해외에서는☎ 03-5796-7112）

휴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만엔이하의 벌금, 제시하지 않았을때는 1년이하의 징역
토막상식
: :재류카드를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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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소/소속기관 변경 발생시
기재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거지 변경의 경우

1-4. 재류카드 재교부
재류카드의 분실, 도난, 재해 등으로 분실하거나 심하게 오염되거나 파손되었
을 경우, 각 지역 출입국재류관리기관에 14일 이내에 재교부를 신청하십시오.

・주거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 주거지로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우선 분실/도난은 경찰서, 재해로 분실한 경우에는 소방서로

・이전 주거지의 시/구청에 가서 전출증명서를 교부받습니다.

＜분실/도난의 경우 ＞

・새 주거지가 결정되면 14일 이내에 전출증명서와 재류카드를 지참하고 새로운 주거지의

시/구청을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름 등이 변경 된 경우
결혼하여 성과 국적 및 지역이 변경된 경우 등, 이름, 국적, 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
가 필요합니다.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 주십시오.
・지역입국관리기관에 직접 방문 하거나 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에 우편송부하여 법무대신에게

신고 해 주십시오.

■소속기관(학교/회사 등)의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 된 경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로자격 ([예술],[종교] 및 [보도]는 제외)과 [유학]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소속기관 (학교, 회사 등)의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 주십시오.

・출입국재류관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에 우편송부하여 법무대신에게

신고 해 주십시오.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가족체재], [일본인 배우자등] 및 [영주자의 배우자등] 중에 배우자와 관련된 분이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을 해야합니다.
・이혼 또는 사별 발생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 주십시오.

・출입국재류관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에 우편송부하여 법무대신에게

신고 해 주십시오.

・거주지역 또는 분실한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로 가 주십시오.
・ [유실물신고] 또는 [도난신고]를 합니다.

주의)[유실물신고] 및 [도난신고]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소정의 용지에 기입해야
합니다. 전화만으로는 해결되지않습니다.
＜재해로 분실한 경우＞
・화재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거주지역 또는 멸실된 지역에서 가까운 소방서로 가 주십
시오.
・사정을 설명하고 이재증명서(재난피해)등의 소명자료를 발급받습니다.

■지역출입국재류관리기관에서 재교부를 신청하십시오
・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알게된 날 (해외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14일

이내에 재교부신청을 해 주십시오.
・재류카드를 지참하는 대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유실물 신고수리증명서,도난수리증

명서, 소방서에서 발급 받은 이재증명서 등을 가지고 각 지역 출입국재류관리기관에
가서 재교부를 신청하십시오.

■재류카드가 심하게 오염된 경우
・재류카드가 심하게 오염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교부신청을 하십시오.

재류카드의 심한 오염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류카드의 교환을 희망하는 경
우에는 재교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재교부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
①신청서
②사진 1매 세로40㎜×가로 30㎜ (제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
③ [유실물신고수리증명서], [도난신고수리증명서],[이재증명서] 등의 필요서류
④여권

토막상식 : 성명의 신고는 알파벳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자(정자)표기의 병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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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한자표기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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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류기간/재류자격의 변경(재류자격심사)

1-6. 재류카드의 반납

재류내용을 변경하거나 재류내용을 지속하는 경우, 재류심사를 실시하여 중장

귀국 및 일본 이외의 국가로 유학가는 경우에는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기 재류자에게는 새로운 카드가 교부됩니다.

만약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때에 교부되는가?


■재류카드는 언제 반납하는가?
・졸업 후 귀국 및 일본이외의 국가로 유학 등의 경우에는 재류 카드를 반납해야합니다.

・재류자격변경, 재류기간변경, 영주허가 및 재류자격허가를 취득한 경우
・중장기재류자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허가의 내용이 표시된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여권에 허가인증스티커는 부착하지 않습니다.

■수속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재류를 지속하고 싶은 경우에는 재류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신청을 해 주십시오.
・재류기간의 갱신은 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분의 경우, 재류기간만료일의 3개월전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어디서 반납하는가?
・출국 시 공항등에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납시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재류카드의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재류자격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에 대한 허가가 나오면 새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이전 재류카드는 반납해야 합니다.

■미나시재입국으로 출국했는데 일본에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면
・미나시재입국허가로 출국한 중장기재류자가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내에 재입국 하지않은

경우에도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새 재류카드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

・사정이 생긴 날 부터 14일이내에 아래의 주소로 우편송부로 재류카드를 반납 해 주십시오.

①신청서
②사진1매

세로 40㎜×가로 30㎜（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신청하는[재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NINTEI/zairyu_nintei10.html

（재류카드 반납처)

〒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 2-7-11 東京港湾合同庁舎 9 階
東 京 出 入 国 在 留 管 理 局おだいば分室

토막상식 : 교부받은 재류카드의 사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 입국관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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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 재교부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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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자/입국관리법과 재류자격
입국관리법과 재류자격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입국관리법이란 무엇인가?
・일본에 입국하여 체재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국관리

법으로 생략) 이라는 법률에 의거하여 재류 중 활동내용 및 수속절차가 세세히 정해져

의

료：법적유자격자에 의한 의료활동

연

구：일본의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한 연구활동

교

육：일본의 초/중/고,전문학교/각종학교 등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활동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계공학 등의 기술자, 법률/경제/사회학 그 외 인문과학
의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 또는 외국문화에 기반하는 사고/감수성을 요구

있습니다.

하는 업무활동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순조롭게 생활하고 있어도 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수속절차를 제때

에 하지 않거나 규칙위반을 한다면 유학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될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기업내전근：외국사무소의 직원이 일본에 전근하여 행하는 활동
개

호： 일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호복지사 자격증소지자가 개호 또는

흥

행：연극/연예/연주/스포츠 등의 흥행 및 연예활동

기

능：외국요리 요리사 등

개호의 지도를 실시하는 업무활동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은 매우 많다
・일본체재를 허가받은 모든 외국인은 각각의 체재목적에 따라[재류자격]과 [재류기간]

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 능 실 습 : 기업 등의 기능실습생
특 정 기 능 : 특정산업분야에 소속, 일정상당의 지식 또는 경험을 요하는 업무활동의
재류자격이 2019년 4월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각각의 [재류자격]에는 활동가능한 내용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 없이 수입을 동반하는 활동 등 자격 외 활동을 하면 강제퇴거처분을 받거나, 재류

문 화 활 동 : 학술/예술활동 또는 일본의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 및 수련활동

<재류자격과 가능한 활동＞

단 기 체 재 : 관광/보양/친족방문/업무연락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체재활동

이하 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주요 재류자격과 활동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 상세내용은 외국인 인포메이션센터 ☎0570-013904 로 문의
1）정해진 범위 내에서 취로가 가능한 주요 재류자격과 내용

외

교：외교활동

공

용：국제기관의 공용활동

교

수：일본의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에서 연구/교육활동

예

술：수입을 동반한 예술활동

종

교：종교활동

보

도：외국보도기관의 보도활동

고도
도전문직：고도인재
경역・관리：사업의 경영・투자활동
법률・회계업무：법적유자격자에 의한 법률・회계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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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취로가 불가능한 재류자격

기간갱신 및 자격변경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유

학：일본어학교/전문학교/대학 등의 학생

연

수：일본의 공적기관에서 행하는 기술/기능 및 지식수련활동

가 족 체 재 :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및 자녀로서의 일상생활
3）취로가능여부가 지정된 활동에 의한 재류자격

특 정 활 동 : 법무대신이 각 외국인에게 특별히 지정한 활동
그 외,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으로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국은 어디에 있나?
･ 입국 후의 재류 수속은 주거지를 담당하는 지역입국관리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j.go.jp/nyuukoukanri/kouhou/
nyukan_index.html）･･･

리스트는 P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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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류기간 갱신과 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 및 재류자격 변경 수속을 하지않은 채 재류기간이 지나버리면

■ [단기체재]에서 [유학]으로 변경은...

[불법체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단기체재]자격에서 [유학]으로의 자격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고 재외일본공관에서 새로 비자를 취득하여 일본에 입국해야합니다.

■재류기간의 확인
・한 번의 신청으로 허가받을수 있는 재류기간은 [유학]자격의 경우, 최장 4년3개월입니다.
・재류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의 기간갱신등의 신청을

・ 다만,[단기체재]자격이라도 수험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비자에 명기되어있으면 자격

변경수속이 가능하므로 입국관리국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합니다.

■신청하기전에 학교 및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해 보자
・질병 등 어쩔수 없는 이유가 없는데도 출석률이 낮다면 학업에 전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학 할 대학 및 학교에서 본인 대신에 일괄하여 기간갱신 수속을 하는 제도가 보급되
고있습니다. 따라서 입국관리국을 모를는 유학생이 늘고 있습니다만, 혼자서도 수속
이 가능하도록 재류자격 및 기간, 수속절차 등을 잘 파악해 두면 유용할 것입니다.

기간갱신 및 자격변경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서류로 증명하지 않으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 재류기간 갱신 및 재류자격 변경시에 불안하다면 신청전에 학교 및 학생상담창구에서

＜필요
요서류 등의 확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http://www.immi-moj.go.jp/tetuduki/index.html

상담합시다.

＜ CHECK ＞

학생 상담창구＞
＜유학
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
●외국인

☎ 0570-013904

e-mail：info-tokyo@immi-moj.go.jp
●외국인 종합 상담지원센터(원스톱상담센터)

●본인의 재류기간

년
☎ 03-3202-5535

월

일〜

년

월

일

●출석률 저조 등에 대한 불안은 없습니까?

■개인신청은 만료기한 2주전까지는 신청합시다
・개인신청의 경우에는 최소 만료 2주전까지는 신청하십시오.
・재류기간갱신신청은 재류기간 만료 3개월전부터 가능하므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

하기 바랍니다..
・입국관리국은 우선 신청을 접수한 후, 후일 엽서 등으로 심사결과를 통지하므로 허가를

●만료기한 2주전까지 신청

받기위해서는 한 번 더 입국관리국에 가야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류카드 뒷면에 [신청 중]으로 기재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의 내용이 기재된 새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심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토막상식 : 2012
년 7월, 재류관리제도의 변경으로 재류기간도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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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강보험에 대하여 (1)
1-9. 국민
재류카드를 가지고 일본에서 3개월 이상 재류하는 유학생은 모두 [국민건강보험]

■가입신청에 필요한 준비물

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1）재류자격이[유학]인학생
①재류카드

■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있습니다

②여권

1）국민건강보험(国保)

③시/구청에 따라 [재류기간을 기입한 재학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및 진료서에 갈 때 원칙적으로

의료비 총액의 70%는 보험으로 처리되고 30%를 지불합니다.
(다만,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고 전액 자기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대학 내 의료보험제도 (일부의 대학)

2）동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도 함께 가입됩니다.
･ 건강보험증에 가족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대학별로 독자적으로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얼마?

･ 상세내용은 대학의 유학생 담당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쿄도 23 구의 경우, 주민세(도민세/구민세)를 내지않는 사람은 1개월에 약 1,500엔
（令和元년도/39세 이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
①[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②국민건강보험(国保)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③보건의료기관에 보험증을 가지고 갈 것
④보험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

■국민건강보험(国保)의 가입은 어디서?
･ 재류카드에 기재된 거주지의 시/구청의 국민건강보험과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전입신고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을때도) 가까운 시/구청에서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의）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보험료는 기간내에
납부하십시오.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 새 주소의 시/구청에 이전 국민건강보험증을 제출하고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 받습니다.

이 절차를 실행하지않으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귀국 시에는?
･ 귀국 시에는 반드시 보험을 가입 (또는 변경)한 창구로 가서 국민건강보험 탈퇴 수속을

해 주십시오.

토막상식 : 가족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사는 일은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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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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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2)
■의료비 반환
･ 의료비 전액을 지불 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 후 심사를 걸쳐 승인을 받으면

보험료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Check 항목＞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의 확인

① 갑작스런 사고로 부상을 당해 국민건강보험을 취급하지않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国保)･････････････････････････････････････････ □

②갑작스런 병이나 여행중의 부상 등으로 보험증 없이 치료를 받은 경우

・대학 별 의료보험제도 ･･･････････････････････････････････････□

③심각한 질병 등의 이유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간호비용이 발생한 경우
④의사의 지시에 의해 마사지/침/부항/안마 등의 치료를 받거나 골절 및 염좌로 접골원 치료

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
・재류카드

･･･････････････････････････････････････････････････□

⑥요양급부를 받을 수 없는 유혈로 인한 수혈비용

・여권

･･･････････････････････････････････････････････････□

⑦중환자의 입원/퇴원 등의 이송비

・재학기간을 기입한 재학증명서 (시/구청에 따라 필요)

⑤의사의 지시에 의해 깁스 및 코르셋 등의 치료용 장비 제작 비용

･･･････････□

■고액치료비 지급제도에 대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지불한 금액이 월(해당월초~말) 단위로 일정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료비반환제도 적용여부 확인 ･･･････････････････････････････

□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입원시 식비부담 및 추가 베드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MEMO＞

・신청에 대해서는 시/구청의 국민보험보험과에 문의하십시오.

■출산/사망 시
・가입자가 출산하면 출산육아 일시금으로 35만엔~42만엔 (시/구청에 따라 다름) 정도가

지급됩니다.
・임신 4개월(85일) 이상이면 유산/사산이 되어도 의사의 증명에 의해 동일 금액이 지불됩

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장례를 치르는 분에게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금액은 시/구청에

다릅니다.(대략 수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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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세금에 대하여
아르바이트 임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과납부로
손해 보지 않도록 일본의 세금제도를 알아둡시다.

■아르바이트에 관한 세금은 소득세와 주민세 2종류입니다
・아르바이트 입금에서 공제하는 세금은 [소득세]라는 국세입니다.
・근무하는 회사 및 점포가 본인을 대신하여 국가(세무서)에 납입합니다.

・[소득세]의 금액은 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하여 제출합니다.
・첫 방문이거나 기입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세무서 담당자가 자세히 알려주므로 [원천징수

표]를 지참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CHECK＞
●세무서 위치

・일본에 주소가 없고 체재기간이 1년미만인 사람은 총액의 20.42%의 원천소득세를 공

제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통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joyaku/annai/1648_46.htm
・ 소득세 관련정보는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구청으로 보내지고 소득에 따라 [ 都道府県民
税]및[ 市 町村民税 ]라는 지방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都道府県民税]와[市 町

●확정신고서 준비 ･････････････････････････････････････････････ □
●원천징수표･･････････････････････････････････････････････････ □
●확정신고서 작성에서 모르는 부분

村民税 ]를[주민세(住 民税)]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연간 (1월~12월) 총수입에 의해 최종 확정됩니다
・소득세는 매월 임금에서 차감하여 지불 되지만, 1년동안 지급받는 총수입액에 따라 최종세

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환급됩니다.
・1 년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과세대상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원청징수

＜메모 ＞

세액에 비해 많거나 적은지를 신고합니다.

■확정신고는 매년 2/16~3/15일 거주지의 세무서에서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구/정/촌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실시해 주십시오.
※세무서위치를 모르는 경우 시/구청으로 문의하십시오.
・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용지를 받거나 웹에서 확정신고용지를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필요항목을 기입하고 [원천징수표](급여지불처에서 발행해 줍니다)등 필요서류를 첨부

토막상식 : 마감전에는

확정신고 상담창구가 붐비므로 되도록 빨리 상담하러 가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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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생활기반구축
은행계좌 개설 방법 및 방 구하기 등
일본에서 생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1. 은행계좌개설
공공요금 자동이체와 자료비 및 세금의 반환, 장학금 및 아르바이트비의 입금 등
은행계좌가 있으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어떤 은행에서 계좌를 계설할 것인가?

■자동
동이체
･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계좌번호및 은행명/지점명을 수첩에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

공요금의 자동이체 및 장학금 등을 계좌이체할 때 계좌번호를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은행/우체국 영업시간 (영업시간은 지점에 따라 다릅니다)
은

･ 크게 분류하면 지점을 보유한 은행(도시은행, 지방은행, 우체국은행 등)과 지점은 없으며

현금의 입출금은 ATM을 사용하고 거래는 인터넷에서 하는 인터넷 전용 은행이 있습니
다만, 각종 문의와 상담이 가능한 곳은 지점을 보유한 은행입니다.
･ 지점을 보유한 은행도 편의점에서 입출금이 가능하고 신청하면 인터넷뱅킹도 가능한

은행이 대부분입니다.
･ 계좌를 개설할 때는 집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고 지점수가 많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

행【창구】평일 9：00 〜 15：00

우체국은행【저금】평일 9：00 〜 16：00
※ATM이용가능시간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ATM에서 이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시간외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CHECK ＞
●자택 또는 학교 근처의 은행

이 편리할 것입니다.

■은행에 직접 가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은행 창구에 가서 신규계좌개설 담당자에게 "계좌를 개설 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 신청용지에 필요항목을 기입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설명해 주십니다)

●계좌개설에 필요한 준비물

･ 본인확인서류(재류카드)가 필요합니다.

・재류카드 or 국민건강보험증

･ 캐시카드 신청을 위해 4개의 비밀번호를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캐시카드는 나중에 우편발송됩니다.
주의）
・ 여 권만으로는 일본 체재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계좌를 개설할수 없습니다.
・ 거의 모든 은행(미즈호, 미츠미시UFJ, 리소나, 미츠이스미토모 등)에서는

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우체국은행이 계좌개설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 그 외 계좌개설은 인터넷 및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만,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우체국은행 이외의은행) ･･････････････････････････････････□
・한자이름
・카타카나이름
・4자리의 비밀번호 결정

････････････････････････････････････ □

※생일 및 전화번호 등 타인이 추측하기 쉬운 번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를 위해 필요한 정보
・수도번호
・가스번호

■예금의 종류
･ 은행예금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등이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통예금을 개설하는것이 좋습니다.

・전기번호
・그 외

토막상식 : 한자이름이 있는 사람도 한자와 가타카나를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일본어 선생님과 상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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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름의 일본식 발음을 확실히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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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숙소의 개요
일본의 숙소 사정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기숙사는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⑥민간임대주택
・목조건축 또는 조립식건축인 집합주택

잘 모를때는 일본생활에 익숙한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숙소의 종류와 특징

아

파

트

・맨션보다 월세가 저렴함.
・부엌 및 화장실이 공동인 경우도 있고 욕실이 없는 곳도 있음.

①학생회관
・학생만 입주가능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조의 중층집합주택

・식사포함인 경우가 많고 기숙사관리인부부가 상주하여 케어합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냉난방 효율이 좋으며 방음/방진기능

・생활에 필요한 가구 및 비품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경제적입니다.

맨

션

이 잘 되어있다.
・방 이외에 부엌, 화장실, 욕실이 있음.

・통금 등의 규칙을 잘 지켜야합니다.

・높은 층일수록 월세가 비쌈.
②학생기숙사
・일반학생과 공용하는 기숙사와 유학생 전용 기숙사가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학생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중장기숙박

위 클 리

맨 션

・1 박부터 이용가능
・보증금, 사례금, 보증인 불필요
・생활 필수 시설이 구비되어있으므로 가방하나만으로 바로 입

・민간기숙사를 소개해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할 수 있음.
・독립주택. 1층주택 또는 2층주택이 일반적으로 작지만 정원

③공영유학생기숙사

단

독

주

택

・소수지만 국가 및 도에서 경영하는 유학생기숙사가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수용인원 및 입실자격이 제한되어있습니다.
④공영주택

・집주인과 같은 건물의 일부를 빌리는 형식

숙

하

・도/도/부/현 및 시/구에서 제공하는 공영주택입니다.

※ 모집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및 택배 수령, 보안 방범 등, 혼자 생활할때의 불안함이
・일본인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지내는 형식

홈

스

테

이

・일본문화 및 습관을 체득하려는 희망자가 많음.
・받아주는 가정이 매우 적음.

⑤일본기업의 사원기숙사
・기업에 따라서는 사원기숙사에 유학생 입실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가족 및 다른 하숙생과 함께 생활함.

없음.

・1 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동거가족이 있는 지역에 살고있는 외국인은 신청가능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각 도/도/부/현 등의 주택국관리부모집과로.

이 있는 곳도 있음.
・부엌/욕실/화장실 있음.

・하나의 방을 복수의 사람이 빌려서 생활하는 형식

쉐 어

하 우 스

・원룸보다는 2개 이상의 방을 빌리는 경우가 많음.
・비교적 저렴한 부담액으로 넓은 방에 살 수 있음.

토막상식 : 룸을
쉐어하는 경우 사전에 집주인 및 부동산과 협의하지않으면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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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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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희망지역 및 노선을 돌면서 직접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며 찾는것이 중요. 외국인
에게는 방을 빌려주지않는 집주인 및 부동산도 있지만 끈기를 가지고 찾아봅시다.

■ 미리 확인해 둘것
1）일본어로 일상회화가 불가능하면 민간 아파트를 빌리기 어렵다.
・민간아파트를 빌리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상담해야합니다.
・일본어가 통하지 않아 주의사항등이 전달되지않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려하지않습니다.
・일본인친구 및 신원보증인, 일본어가 유창한 선배와 함께 가는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
ちん

や

家
야

賃
칭

１ 개월 분 의 월세. 보통은 월말까지 다음 달 분 월세를 미리

지불합니다.
월세체납 및 방의 손상에 대비한 보증금으로서 집주인에게 맡겨

しききん
두는 돈으로 월세 1~2개월분 정도의 금액. 방을 비우고 이사갈 때
敷 金（ 보 증 금 ）
청소비, 수리비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게 됩니
시키킹
다.

집주인에게 지불하는일시금으로 월세 1~2개월 분 정도. 시키킹과

れいきん

礼 金（ 권 리 금 ）
는 달리 이사갈 때 돌려받지 못합니다.
레이킹

공

익

비

중 개 수 수 료

계단/통로/공통화장실 등 공동부분의 전기요금/수도요금/청소비 및

3）방과 관련된 용어를 외워 둡시다.
・방 1 + 부엌1 구조의 아파트를 [1K]라고 한다.(맨션의 경우 1R)
・방 2 + 식탁을 놓을 공간이 있는 부엌이 있는 구조를 [2DK (방2 ＋ Dining Kitchen)]
・부엌이 더 넓다면[2LDK (방2 ＋ Living Dining Kitchen)]
4）주변 월세의 시세를 알아 둡시다.
・일반적으로 도심부에 가까울수록 비싸고 도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저렴합니다.
・월세는 지역/역과의 거리, 건축년수/설비/일조량/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후보지역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계약금 예산과 매월 지불할 수있는 월세의 상한을 정해둡시다.
・임대계약에는 시키킹, 레이킹, 중개수수료, 월세 등, 월세 5~6개월분의 비용이 필요

합니다.
・대부분의 일본 임대주택에 가구는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구입

하기위한 예산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매월 월세는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둡시다.
・민간숙소의 경우 월세의 지불기한에 대해 매우 엄격하므로 기한내에 꼭 지불하도록 합니다.

＜CHECK ＞
●희망하는 주택타입

□ 아파트

□ 맨션

□ 위클리맨션

□ 단독주택

●원하는 지역과 월세시세

●원하는 면적

●계약금의 상한

●월세의 상한

관리유지에 필요한 1개월간의 비용입니다.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월세 1개월분이 일반적입니다.

2）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권에서 "통학시간이 보통 1시간"은 걸립니다.
・학교가 도심에 있는 경우 그 주변의 월세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가 저렴한 방은 외곽 및 교통이 불편한 곳일 경우가 많습니다.

＜MEMO＞

（일본인학생 및 시민도 1시간 이상의 원거리 통학/통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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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숙소 찾는법
숙소를 찾는 것은 일본인에게도 어려운 일.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바로 행동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개받는다
・일본대학 및 전수학교, 일본어학교에서는 재적하는 학생에게 학생이 입주가능한 학교

주변의 민간숙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게재되어있는 학생기숙사 및 사원기숙사 입실생모집정보를 체크할 것.

＜CHECK ＞
●임대료
・월세･･･････････････････････････････････････････････ □
・시키킹(보증금)/레이킹(권리금) ･････････････････････ □
・공익비･････････････････････････････････････････････ □
・중개수수료･････････････････････････････････････････ □
●환경

・유학생 담당과 및 사무실에 문의하는것도 좋습니다.

・방의채광･･･････････････････････････････････････････ □

■인터넷에서 찾는다

・습기･･･････････････････････････････････････････････ □

・소음･･･････････････････････････････････････････････ □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및 물건 (학생회관/기숙사/맨션/아파트 등)을 검색

・역까지의거리･･･････････････････････････････････････ □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해 봅시다.

・가까운 거리에 슈퍼마켓이 있는지 ･･･････････････････ □

ａ）학생회관 및 학생기숙사는 운영하는 회사 또는 단체/기관에 문의합니다.
ｂ）맨션, 아파트 등을 소개 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합니다.

원하는 방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조건의 방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만약 원하는 방을 볼 수 있다면 되도록 빨리 보러가는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직접 가서 찾는다
・희망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직접가서 본인의 희망조건을 말합니다.

・어떤사람이 살고 있는지 ･････････････････････････････ □
・사용 가능한 난방기구의 종류 ････････････････････････ □
・에어컨의 유무 ･････････････････････････････････････ □
・인터넷 회선의 유무

･･･････････････････････････ □

・자전거주차장･･･････････････････････････････････････ □

＜MEMO＞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안내를 받아 현지에가서 실제 방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나서 마음에 들지않는다면 거절해도 상관없습니다.(안내비용은 무료)
・마음에 들었지만 1~2일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싶다면 이 사실을 부동산에게 알립니다.

이 경우 착수금을 지불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수금을 지불하면 그 방을 빌릴
수 있는 우선권을 얻습니다. 그 방에 입주하게 된 경우에는 시키킹/레이킹의 일부가
됩니다만, 입주하지 않으면 반환되지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확인합시다.
주의）어느 방법이라도 직접 물건을 보고 아래 항목을 확인하는것이 중요.
가능하다면 주변 소음 등에 대해 현재 거주하는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토막상식 : 기본적으로 방 찾기는 빠른 사람이 승자입니다. 좋은 물건을 만났을때 망설이지않고 결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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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미리 월세 및 방의구조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것이 중요합니다.


토막상식: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저렴한지 확인합시다.
또한 1, 2층의 방은 안전 및 프라이버시면에서 불안하다는것도 생각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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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대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서는 서명/날인을하면 법률적으로 유효하므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나서 계약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것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에게 확인합니다.

■임대계약서에는 중요사항이 모두 기입되어있습니다
・아파트 및 맨션 등 민간숙소를 빌릴 때는 빌리는 사람과 집주인간에 임대계약을 맺게

됩니다.
・보통은 같은내용으로 2~3부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집주인, 빌리는 사람,연대보증인이

성명기입 및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합니다.
・임대계약서의 서식은 집주인이나 부동산대리인이 준비합니다.
・임대계약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계약서는 계약기간, 계약내용, 시키킹의 보관금액 등의 증거가 되므로 계약을 해약할 때

까지 잘 보관합니다.

■계약할 때는 일본인의 연대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조건으로 연대보증인은 [독립된 생계를 경영하는 성인] 즉 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받아들여지지않습니다.

＜CHECK＞
●임대계약시 필요한 준비물
・인감･･･････････････････････････････････････････････ □
・긴급연락처 ････････････････････････････････････････ □
・시키킹(보증금) ･････････････････････････････････････ □
・레이킹(권리금) ･････････････････････････････････････ □
・월세(입주일부터 월말까지 일수분)

･････････････････ □

・공익비･････････････････････････････････････････････ □
・중개
개수수료 ････････････････････････････････････････ □

⎛
⎝

・보증인 연대보증인의 서류를 받아서 계약

⎞
⎠

･･･････････ □

체결시까지 보증인의 서명/날인을
받고 동시에 그 외 필요서류를 수
령해 둘 것.

＜MEMO＞

・연대보증인은 만약 빌린 사람이 월세를 밀리거나 방의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를 지불하

지않는 경우에 채무지불의 법적책임을 집니다.

■금지사항을 기억해둡시다
・집주인의 사전동의 없이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살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됩니다.
・집주인의 사전동의 업이 방을 개조하면 안됩니다.
・그 외 생활매너 (생활지식과 매너 참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방을 비우고 이사갈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사 가기 전 통보기간 (보통1개월 전까지)도 계약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통보

하면 살지 않아도 1개월분의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방은 입주시와 동일한 상태로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없는물건과 쓰레기는 정해진 방법으로 버리고 방안에 남기지 않습니다.
・전기/가스/수도 등 광열비 및 전화요금도 잊지말고 정산해 주세요.

토막상식 : 재학중인 학교과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유학생주택종합보상] 협력학교인 경우, 이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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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학교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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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기/수도/가스의 사용
전기, 가스, 수도는 본인이 각 사업소에 연락하여 사용개시를 알려야합니다.

■전기/수도/가스의 사용개시절차
①전기
・방에 비치된 [전기사용개시수속안내서]에 계약자의 이름, 사용개시일 등을 기입하고

우체통에 넣으면 수속이 완료됩니다.
・분전함의 브레이커스위치를 ON으로 하면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전기사용개시수속안내서]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연락하거나 WEB사이트 또는 FAX

로 수속이 가능합니다.

2-7. 우편에 대하여
모국에서 온 편지 및 각종우편물은 물론 학교 및 공공요금, 구/시청 및 출입국관
리국에서 온 중요한 통지 등을 잘 배달 받기위한 중요사항입니다.

■주소에는 아파트명, 방 호수 까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주소를 기재하거나 상대에게 전달하는 경우 주소에는 맨션 및 아파트명과 방 호수까지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셋방 및 홈스테이중인 사람은 주소말미에 집주인의 성을 기입합니다. *ex>oo方

■우편함에는 반드시 이름을 붙여둡니다

・전기사용개시는 업자의 방문이 필요없습니다.

・집배원이 혼동하지않도록 우편함에는 반드시 이름을 붙여둡니다.

②수도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함께사는 사람 전원의 이름을 적어둡니다.

・[수도국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합니다.（도쿄23 구내：☎ 03-5326-1100）
・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국에 수속신청을 해야합니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국을 확인하십시오.
・ 또는 방에 비치된 [개시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우편송부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을 위해서는 각거주지의 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모를때는 집주인이나 부동

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용개시는 업자의 방문이 필요없습니다.
③가스
・도심은 도쿄전력이 관할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지역에 따라 업자가 다릅니다.
・가스회사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사용개시를 신청해 주십시오.

■우표는 봉투의 좌측상단에 붙이고 뒷면에는 본인의 주소를 기입합니다
・일본의 경우 엽서와 봉투에도 우표는 좌측상단에 붙입니다.
・봉투뒷면에는 상대의 우편번호, 주소, 이름 (개인이라면 様 조직이라면 御中 ) 을

뒷면에는 본인의 우편번호, 주소, 이름을 기입합니다.

■영문우편번호안내서비스가 이용가능합니다.
・우체국 고객서비스 상담센터에서는 영어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시간＞

평일 8:00 〜 21:00

토일 / 국경일 9:00 〜 21:00

・업자를 모를때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확인하십시오.

영어문의 전화번호는 ☎ 0570-046-111 (유료)

・가스연결을 하지 않으면 수도 및 샤워시 따뜻한 물이 나오지않습니다.

http://www.post.japanpost.jp/question/contact_us/index2.html

・가스연결시에는 업자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가스연결시 가스렌지 및 온수기가 문제없이 작동되는지 가스회사의 직원의 확인이 필요

하므로 만약 방에 기구가 없을 때는 미리 구비해 둡니다.
※도시가스와 프로판가스는 사용할 수있는 가스렌지가 다르므로 구입시 주의하십시오.

각 사용요금은 지불용지(청구서)가 송부되므로 편의점/은행/우체국/각 회사 창구
에서 지불할 수있습니다.
계좌자동이체를 해 두면 매회 지불하는 번거로움을 피할수있어서 편리합니다.

토막상식 : 이사하기전 방을 보러가서 조명기구 및 가스기구의 유무, 커텐사이즈를 확인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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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상식 : 우표는 편의점에서 판매하고있습니다. 계산대의 점원에게 원하는 우표종류 및 매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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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휴대전화 계약

2-9. 인터넷 신청

휴대전화는 통화기능 이외에도 메일 및 정보 사이트 이용가능 등 매우 편리한

인터넷은 모국의 뉴스 및 메일 확인에 필요합니다. 또한 구/시청 홈페이지도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편리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계약방법

■인터넷을 이용하는 환경

・휴대전화 계약은 각 휴대전화회사의 직영점 외 가전매장 등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상점

에서도 휴대전화 계약신청과 기계구입이 가능합니다.
＜일본 주요휴대전화회사＞

・인터넷 이용환경은 크게 나누면 학교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카페를 이용하는 방법

본인이 인터넷회사와 계약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NTT ドコモ ：http://www.nttdocomo.co.jp

■인터넷을 계약할 때는 우선 숙소의 회선을 확인합시다.

au

：http://www.au.com

・본인의 숙소에 인터넷 회선이 들어와있는지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확인합니다.

Softbank

：http://www.softbank.jp

・ 회선에는 전화, 광케이블, CATV의 회선을 이용한 것과 무선LAN이 있어서 속도

■계약에 필요한 준비물
①재류카드 (유효기간 90일이상, 거주지가 기재되어있는 것)
②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의 현금카드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통장과 인감도 가능)

및 요금, 서비스내용이 다릅니다.
・ 숙소에 회선이 이미 설치되어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타회사의 회선보다 빠르고 저렴하다.
・무선LAN의 경우 회선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숙소에 전파가 잡히는지 확

인은 필수입니다.
※ 판매처에 따라서는 재류카드보다 건강보험증과 학생증을 지참하면 수속절차가 간단

해지거나 여권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 둡시다.

■여러종류의 요금플랜
・요금은 기본사용요금, 통화요금, 데이터요금, 메일사용 등이 합산되어있습니다.
・주요 통신회사에서는 2년 단위의 계약을 취급하는 곳이 많으므로 미리 계약내용을 잘

확인 및 이해한 후 구입합니다.
・일본체재기간이 2년미만인 유학생에게는 계약기간제약이 없이 (또는 짧은) 저렴한
SIM (스마트폰 본체는 본인 별도 소유) 또는 저렴한 스마트폰을 계약하는것이 좋습니다.

＜CHECK ＞
●생각해 둘 것

・요금플랜

・인터넷회사의 정보사이트 및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전기매장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숙소에 이미 회선이 있는 경우 그 회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회사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회사를 찾아봅시다.
・행사실시 기간에 따라 회선회사로 신청하는 것과 인터넷회사로 신청하는 것에 비용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잘 확인합시다.
・신청부터 실제 사용까지 수일부터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인터넷회사 계약의 대부분은 계약 후 2년미만으로 해약하면 위약금 및 해약금을 지불해

・계약기간･････････････････････････････････････････････････････ □
・어떤 회사가 좋은가

■인터넷회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

･････････････････････････････････････････ □

･･･････････････････････････････････････････････････ □

야하므로 미리 계약기간을 확인합시다.
・신청수속은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하기때문에 일본어를 잘하는 지인에게 도움을 청합시다.
・물론 컴퓨터를 구비하는 것도 잊지말 것.

・기능 및 매력･････････････････････････････････････････････････ □
・원하는 서비스 ･･･････････････････････････････････････････････ □

토막상식 : 각 휴대전화회사에서는 할인 행사 등을 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판매점의 직원에게 확인하여

40

보다 유리한 계약을 찾아봅시다.

토막상식 : 컴퓨터을
구입할 때 인터넷을 동시에 계약하면 할인 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기억하여

가격협상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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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자전거 이용에 대하여
자전거는 편리한 생활필수품이지만, 등록 및 주차 등 올바른 수속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샀다면 방범등록, 받았다면 등록변경을 합니다.
・자전거를 샀을 때는 구입한 판매점에서 방범등록을 합니다.
・친구 등으로부터 받았다면 방범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끝나면 등록한 사람

에게 양도증명서를 받습니다.
・양도증명서와 재류카드를 가지고 등록처인 경찰서를 방문하여 방범등록 변경수속을 합

니다.
・ 방범등록 변경수속을 미루거나 방치된 자전거를 주워서 타거나 하면 [자동차도둑]

으로 몰리게 되므로 주의합시다.

■정해진 장소에 주차한다.
・역전 등 자전거주차장 이외의 곳에 자전거를 세워두면 [방치자전거]로 간주하여 견인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견인당했을때 자전거를 돌려받기위해서는 지정된 장소에 출두하여 수수료를 지불

2-11. 자동차와 운전면허
일본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취득절차 및 기간, 비용등을 알아야 할 필요가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운전면허 취득방법
모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①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학과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하지만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한 두번만에는 합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②공인된 자동차교습소에 다니며 졸업 후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자동차교습소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방
법 에는 통학과 합숙 두종류가 있습니다.
・통학→자동차교습소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방법입니다. 학교 수업 및 아르바이트를 하면

서 취득하려는 분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졸업까지는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합숙→합숙하면서 집중적으로 교습을 받는 방법입니다. 약 2주만에 졸업가능하며 요금도

통학보다 저렴합니다.
※ 요금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30만엔 정도입니다. 할부가 가능하거나 할인행

사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을 잘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합시다.

해야합니다. 꼭 정해진 장소에 세워둡시다.

■자전거 안전 5대규칙
①자전거는 차도가 원칙, 보도는 예외
②차도는 좌측통행
③보도는 보행자 우선이며 차도옆길로 서행
④안전 룰을 지킨다. (음주운전, 2인승차, 병렬주행금지, 밤에는 라이트점등, 사거리에서

신호준수와 일시정지 및 안전확인,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주행금지)
⑤어린이는 헬멧 착용

<자전거 규칙과 매너>
일본에서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하는 교통규칙과 매너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keishicho.metro.tokyo.jp/kotsu/jikoboshi/bicycle/menu/rule.html

■자전거 교통규칙위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라도 교통규칙을 위반했다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규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이용합니다.

토막상식 : 일본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자전거도 차량의 일종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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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차도의 좌측끝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교습소에 입학한다.

・입학조건은 우선 일본어 일상회화 및 읽고 쓰는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 학과교습은 모두 일본어로 진행됩니다. 교습소에 따라 중국어 및 영어교과서의 구입/

대출이 가능한 교습소나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으므로 사전에 잘 알아보고 교
습소를 선정합니다.
・입+
학 전에 필요한 준비물
①재류카드
②주민표 (국적, 주소, 이름, 생년월일, 재류기간이 기재된 것)
③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④양쪽 시력이 0.7이상, 또는 한 쪽눈이 각각 0.3이상이 아닌 경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본 운전면허로 변경
모국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본 면허로 변경수속을 해야 합니다.
수속에 필요한 서류 및 변경조건에 대해서는 경시청 홈페이지를 잘 확인합니다.
＜경시청ＨＰ＞ 2019 년 11 월 1 일갱신
http://www.keishicho.metro.tokyo.jp/menkyo/menkyo/kokugai/kokugai05.html
토막상식 : 본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자배책보험]에 가입 이외에 반드시[임의보험]에도 가입하고 매년
갱신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및 주차장요금 등 소요비용을 포함하여 구입계획을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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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생활용품 조달

2-13. 전출(이사)할 때는

일본의 민간아파트에 입주하는경우 대부분은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옵션이 없으

이사예정일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퇴실예고]를 하지않으면 1개월분 월세를 더

므로 본인이 구입해야 합니다.

지불하게 됩니다.

■구입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전출(이사)할 때는

・ 관동지방을 중심으로하는 동일본 전기는 100볼트/50Hz. 서일본은 100볼트/60Hz.

・계약 상 적어도 이사예정일 1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이사갑니다"라고 전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퇴실예고]를 하지 않으면 집세를 1개월분 더 지불해야 합니다.

・가구 및 가전제품은 일본 체제연수를 고려해서 구입합시다.

예) 1년정도 체류하는 경우에는 중고매장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구비할 수있습니다.
2〜３년의 경우에는 신제품을 구입하는것이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따라서는 석유 스토브 및 가스 스토브 사용이 금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 첫 날부터 사용하는 조명/커텐/화장실휴지 등의 준비를 잊지 마십시오.

■근처의 중고 매장을 방문해 봅시다
・NTT [타운페이지] (직업별)의 [ 古物商リサイクルショップ(고물상중고매장)의 항목을

열면 주소지에서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류는[古着商 (중고옷매장)]항목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민 프리마켓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일상용품을 가지고 나와 싸게 팔고 사는 프리마켓도 토/일요일 등에 큰 공연등과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각지의 프리마켓정보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쿄지구）リサイクル運動市民の会

☎ 03-3226-6800 http://www2.recycler.jp/

관서지구）日 本フリーマーケット協会 ☎ 06-6578-3333 http://www.freemarket-go.com

■가전제품은 세일기간에 구입하면 이득입니다
・봄 시즌이면 많은 가전매장에서 [신생활 응원페어] 같은 세일을 실시합니다. 이 행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가전제품을 세트로 싸게 파는 세일입니다.
예) 가전 3세트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토막상식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인터넷옥션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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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プリマアプリ（프리마켓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수도는 연락하여 사용정지를 알립니다
・이사일 3일 전 쯤에는 전기/가스회사와 수도국에 [이사하는것]을 전화 및 인터넷으로

알려둡니다. (전화번호는 요금영수증에 기입되어있습니다.)
・이사 당일 직원이 사용요금미터를 체크하러 방문하므로 이 때 요금을 정산합니다.

■전화이전
・집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전화국에 연락하여

[전화이전수속]을 하십시오.
・ 전화국번호를 모를때는 국번없이 ☎116 번으로 전화하여 새로 이사하는 곳의 주소

를 알려주면 담당영업소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이전을 위해서는 새집에 설치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퇴실 시 방 점검과 열쇠의 반환
・버리는 물건은 정해진 방법으로 처분하고 방에 두고 가지 마십시오.
・짐을 다 옮긴 후에 집주인에게 파손된 곳이 없는지 점검을 받고 손상된 곳이 없으면

시키킹의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 때 잊지말고 열쇠를 돌려줄 것.

■이사를 한 후 전출신고를 합니다
・이사를 하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전출신고용지를 받아서 기입한 후 창구에 제출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우편물은 신청 후 1년간 구주소에서 신주소로 전송됩니다.

토막상식 : 이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업체로 부터 견적을 받고 가격협상을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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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생활지식과 매너
본인의 모국과 일본은
생활 및 매너의 다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생활지식 및 매너를 알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집에 대하여
3-1. 일본

3-2. 쓰레기 배출방법, 버리는 법

일본
본집의 특징 및 사용법을 알아두고 쾌적한 생활을 합시다.

일본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전부 정해진 방법으로 분리하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에 내놓지 않으면 쓰레기수거차가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집안에 들어갈때는 신발을 벗습니다

■쓰레기 기본 분리 방법(예 - 도쿄도의 경우)을 알아두자

・일본에서는 집 안에 들어갈때 신발을 벗습니다.

이 습관은 집 안에 더러운 것들을 들이지 않기 위한 예로부터의 습관입니다.
・기숙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현관에서 신발을 벗지만, 식당 및 복도 등 공용스페이스에

①가연쓰레기
・가연 쓰레기는 생선/야채등의 음식물 쓰레기, 종이, 의류, 생리용품, 가죽, 담뱃재 등.
・시중에서 판매하는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묶어서 배출합니다.

서는 실내화 (슬리퍼 등 각자 준비)로 갈아신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정된 유료 봉투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②불연쓰레기
・소각할 수 없는 금속, 유리, 도자기, 고무, 칼, 침, 전구 및 형광등 등
・위험하지 않은 것은 내용물이 잘 보이는 투명 비닐에 넣어서 배출합니다.
・침은 병이나 캔에 넣어서 뚜껑을 닫고 전구 및 유리파편은 종이에 싸서 [위험]이라고

써서 배출합니다.

현관의 신발 신는 곳 (한단 높은 곳)에서
구두를 벗고 슬리퍼를 갈아신는다. 벗은

다다미방에 들어갈 때는 슬리퍼를 벗는다.

신발은 잘 정리해둔다.

■일본 집은 좁다

・스프레이캔, 부탄가스캔은 폭발 및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끝까지 사용한 후 구멍을

뚫어서 배출합니다.
③대형쓰레기 (유료/신청제)
・가구, 가전제품 (가전재활용법 대상상품 제외) 등 한 면의 길이가 30cm를 넘는 것.

・도쿄주변 도시부에서는 주택과밀로 좁고 월세가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집합주택에서는 다소의 생활소음은 [서로 참는것]

이 일반적입니다. 기숙사에서도 다소의 소음은 어쩔수
없다고 이해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기숙사 관리인

선생님께 상담하십시오.

■방도 공용시설도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방은 되도록 더럽히지않도록 합니다.
・ 방 안을 더럽히거나 손상시키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나고 방을 나갈때도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하여 원래 상태로 해 두고 나갑니다.

식 : 다다미 한 장을 [이치죠]라고 하고 방의 면적을 나타낼때 사용합니다. 다다미와 에도마, 쿄마,
토막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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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사이즈 등 타입에 따라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찌죠= 1.6 제곱미터

※가전재활용법 대상은 에어컨, TV, 냉장고, 세탁기로 구입한 매장 또는 가전재활용품

수거센터에서 처분한다. (유료)
④자원쓰레기
・폐지(신문, 잡지, 종이박스), 캔 (알루미늄, 스틸), 병, 페트병.
※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쓰레기 수거일 (요일)
・분리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요일/시간 및 장소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가연쓰레기는 주 2회 정도, 자원쓰레기는 주1회 정도, 불연쓰레기는

매주 또는 격주 1회 수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쓰레기 수거일은 집주인이나 시/구청에

문의하십시오.

토막상식 : 시/구청에서는
쓰레기분리 및 수거일에 관한 팜플렛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49

3-3. 부엌 이용방법

3-4. 화장실 이용법

민간숙소의 집주인이 외국인 입주자를 거절하는 이유 중 하나로 [부엌이용방법]

도심의 화장실은 대부분 수세식으로 깨끗하고 쾌적하게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

을 들수있습니다. 부엌이용매너를 알아둡시다.

는 지식과 매너를 알아둡시다.

■[부엌의 기름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변기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일본 부엌은 삶기나 굽기라는 일본인의 식습관에 맞추어 만들어졌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에서는 절대로 화장지 이외의 종이 및 물건을 변기에 넣고 물 내리지 말 것.

・많은 아시아국가에서 하고 있는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조리법에는 맞추어져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과실로 변기가 막히거나 누수 등이 발생하면 이사갈 때 수리비가 청구되는 경우

・기름이 부엌 벽이나 조리대에 튀면 얼룩을 제거하기 어려우르로 주의합시다.

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특히 환풍기를 꼭 돌려줍시다
・대부분의 일본인이 부엌의 기름때를 싫어하는 것처럼 집주인은 이사간 사람이 남긴 부엌

의 기름때를 지우느라 고생합니다.
・기름을 사용하여 조리하는 경우에는 부엌의 천정 및 벽이 기름연기로 끈적끈적해지지않

도록 주의하고 특히 환풍기를 꼭 돌려주십시오.
つ

■조리를 할때 바로바로 주위를 닦은 습관을 가집니다.
・여기저기로 튄 기름을 그대로 방치하면 달라붙어서 각종 먼지가 산화되어 제거하기 힘들

게 됩니다.
・조리를 할 때마다 바로 행주나 종이로 주위를 닦는 간단한 습관으로 [기름때]가 생기지

않습니다.

■미리 조리대 및 벽을 알루미늄호일로 감싸두면 효과적입니다
・ [음식을 만들때마다 닦는것이 귀찮다]는 분들은 미리 알루미늄호일로 조리대 및 벽

을 싸서 기름이 눌러붙지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키킹에서 청소비가 공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것
・부엌뿐만아니라 입주시 대비 퇴실 할 때 확연히 더럽혀져 있을때는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 시 지불한 시키킹에서 공제됩니다만, 오염 및 손상 정도가 심하여 청소비가 시키킹

변기가 막히면 바로 관리인이나 집주인에게 연락하십시오.

■매너를 지켜서 깨끗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사용한 화장지는 반드시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립니다.
・사용후에는 반드시 물을 내립니다. (1회로 충분)
・화장실을 더럽혔을 때는 반드시 더럽힌 본인이 청소를 하는것이 매너입니다.

■비데를 사용하고 싶을때는
・비데를 사용하려면 화장실내에 전원이 필요합니다.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기 공사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

는것이 필요합니다

＜MEMO ＞
※ 부엌 및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어 봅시다.

보다 많을 경우에는 시키킹 전액 공제 뿐만아니라 차액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일반적인 생활을하면서 자연히 생길수 있는 오염인경우 청소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막상식 : 벽의 기름때는 그냥 닦으면 얼룩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벽의 기름때를 지우는 세제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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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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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목욕탕 이용법

3-6. 이불 사용법

일본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본의 목욕

학생기숙사에는 침대가 구비되어 있는 곳이 많지만, 일본식 게스트룸 및 여관 등

탕은 몸을 씻는 것뿐만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에 숙박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불]의 사용법을 알아둡시다.

■알아두어야 할 목욕탕 매너

■이불 펴는 법

・목욕탕에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몸에 따뜻한 물을 끼얹은 후 (카케유) 깨끗하게 씻은 후 들어갑니다.
・몸을 씻을 때 찬 물/뜨거운 물을 틀어놓지않도록 자주 잠궈주세요.
・머리가 긴 사람은 고무줄 등으로 묶어서 머리카락이 물에 잠기지않도록 합니다.

■공동목욕탕 (대중탕/온천)등에서는 주위사람들을 배려합시다
・욕조 안에서 몸을 씻거나 비누를 넣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타올을 욕조안에 가지고 가는 것도 매너위반입니다.
・찬 물/따뜻한 물이 다른 사람에게 튀지않도록 주의합니다.

요

이불

①우선 요를 깐다.

・몸을 씻는 곳에서 세탁을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몸을 잘 닦은 후에 탈의실로 이동합니다.

■온천여행을 즐기자
・일본각지에는 온천이 있고 숙박시설도 잘 되어있습니다. 목욕탕 매너가 익숙해지면

친구들과 함께 느긋하게 온천을 이용하여 일본식 리조트를 즐겨봅시다.

②요 위에 시트를 씌우고 가장자리를 요의

아래에
に 넣는다.

③요 위에 이불을 덮는다. 추울때는 모포를

사이에 넣는다. 베개커버를 씌우고 머리의
위치를 잡으면 완성.

■이불 손질 및 보관
・일본은 습도가 높으므로 때때로 햇빛과 바람에 이불을 말려서 건조시켜야합니다.
・침대를 사용하는 사람도 가끔 이불과 베개만이라도 말려주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토막상식 :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잘 개서 장에 넣어두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식탁을 펼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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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접실로 사용하고 밤에는 장에서 꺼내어 잠자리를 만들면서 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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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동시설 사용방법

3-8. 이웃과의 트러블

[부엌/화장실 공동],[화장실/욕실 공동]인 기숙사 및 민간숙소가 있습니다.

숙소에 따라 옆 방이나 위층의 소음이 크게 들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약간의 생활

이런 공동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지켜주십시오.

소음은 서로 이해해야 하지만, 심한 소음은 문제가 됩니다.

■정해진 [약속사항]은 꼭 지킬 것
・부엌/화장실/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숙소마다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심야에는 생활 소음에 신경씁니다
・일반적으로 밤 10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 생활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예를들어 "순번을 정해 청소를 한다" 등도 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TV 및 음악 소리, 문 여닫는 소리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주의합니다.

・관리를 맡고 있는 분에게 잘 확인해 둡니다.

・특히 청소기나 세탁기 등 진동음이 전해지는 기기는 심야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공동시설은 타인을 배려하며 사용합시다

■친구들이 놀러올때도 주위에 배려하는것을 잊지말 것

・공동시설은 본인만 사용하는 설비가 아닙니다.

・같은 나라의 친구들이 모여서 모국어로 얘기하는것은 즐겁습니다만, 신나게 얘기하다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피합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큰소리로 얘기하게 되고 주위에 소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더럽힌 채로 방치하면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이 곤란하므로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밤10시 이후에는 이야기소리나 웃음소리를 줄여주십시오.

■수도 및 샤워기, 전기는 확실히 끄거나 잠궜는지 자주 확인합시다

■만약 주위사람에게 소음으로 인해 주의를 들었다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물이나 샤워기를 틀어놓지 맙시다.

・만약 이웃에게 주의를 들은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말고 차분히 상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용 화장실의 전등 등은 사용이 끝나며 꺼 주십시오. 그 외 공용스페이스의 전기도 자주

・상대의 말이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합니다.

확인하고 끄도록 합시다.
・냄비바닥에 물기가 있는 채로 가스를 켜거나 냄비 바닥에서 불이 비져올라올 정도로 세게

불을 켜는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공용시설에서는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균등하게 요금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낭비를 하면 다른입주자의 부담이 커져버리는 결과를 초래
하므로 주의하십시오.

・ 부당한 요구라고 느꼈다면, 일본인 친구 및 학교의 생활지도교관등의 의견을 듣고

집주인 및 부동산에 상담합시다.

＜MEMO＞
※ 주변과 트러블이 있지않습니까? 만약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다면 어떤일인지 메모를 하고

학교의 유학생담당창구 및 상담기관에 상담 해 봅시다.

토막상식 : 항상
주변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 사소한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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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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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식사 매너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요리를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또한 일본 식사는 [젓가락으로
시작해서 젓가락으로 끝난다]고 할정도로 젓가락 사용은 식사의 중심이 됩니다.

■젓가락 사용시 피해야 할 행동
건네기

꽂기

찍기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
①아래 젓가락을 엄지와 검지사이에 넣고 약지로

끼우듯이 잘 고정시고 윗 젓가락 을 엄지 끝과
검지,중지에 끼우듯이 잡습니다.
② 음 식을 집을 때는 중지과 검지로 젓가락을

움직입니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주고 받
는 것.
(일본에서는 시신을 화장한
후 뼈를 집을 때 하는 행동)

밥에 젓가락를 꽂는 것.
( 일본에서는 시신의 머리맡에

요리를 젓가락으로 찍어서
먹는것.

서 제사를 지낼때 하는행동)

③엄지는 보조만 하고 윗 젓가락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왕좌왕하기

빨기

휘젓기

■알아두어야 할 식사 매너
・젓가락을 내려둘때는 두개를 나란히 둡니다.

젓가락받침이 없을 때는 작은 접시 등 위에
가지런히 둡니다.
・밥그릇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집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젓

・밥그릇과 국그릇은 반드시 손에 들고 먹습니

가락을 들고 우왕좌왕하는것

젓가락을 입에 넣고 빠는 것.

젓가락로 음식을 휘저으며
골라먹는 것.

다.(접시는 그대로 놓아 두고 먹는다)
・된장국 등 국물은 그릇의 가장자리에 입을

대고 마십시다.

그릇 끌기

걸치기

・한접시씩 먹지않고 식사가 끝날때까지 밥과

반찬을 같이 먹는 것이 좋은 식사방법입니다.

토막상식 : 젓가락은 본인의 손크기에 맞춰서 사용하기 쉬운 사이즈를 고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용은 가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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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으며 남성용은 두껍고 긴 것을 선택합니다.

식기를 젓가락으로 끌어다

젓가락을 그릇위에 걸쳐

본인 가까이에 두는 것.

두는 것.

토막상식 : 젓가락으로
식기를 치는 것도 버릇없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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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공공매너
공공매너를 지키는 것은 서로 기분 좋게 지내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안전과 직
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철 타는 법
・ 보통 매표소 요금을 보고 목적지까지의 요금을 확인한 후 자동발권기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고 자동개찰구를 통과하여 홈에서 전철을 탑니다.
・홈에서는 전철도어의 위치가 표시된 라인뒤에 줄을 서서 승차하는 것이 기본.
・차내에서는 주위를 배려하여 큰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선석은 노약자 및 임신부, 장애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본인이 내릴 역이 가까워지면 미리 문 가까이로 이동하여 바로 내릴수 있도록 합니다.

■택시 타는 법
・역앞이나 시설에서는 지정된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탑니다.
・일본에서는 좌측 문으로 승차하므로 주의하십시오.
・일본에는 합승이 없으므로 혼자 탈 때는 뒷 좌석에 타십시오.
・운전수에게 목적지를 확실하게 전달합시다. 일본어에 자신이 없을 때는 미리 준비한

메모 및 지도를 보여주면 좋습니다.
・심야할증은 도쿄의 경우 22 : 00 ~익일 5 : 00 20% 할증 (2020. 2월 현재) 입니다.

■휴대전화 매너
・신칸센 및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매너모드로 변경하고 통화는 피해

주십시오.

・차내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우선석 근처에서는 전원을 꺼 주십시오.

■버스 타고 내리는 법

・레스토랑 및 호텔 로비 등 조용한 장소에서는 목소리톤을 낮춰주십시오. 가능하면

・ 도심의 버스 운임은 일률적으로 [어른210엔,IC카드210엔](2019년11월 현재)승차

시 요금투입구에 넣습니다.
・타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른 버스도 있습니다. 그때는 승차할 때 문 옆에있는 기계

에서 정리권을 뽑아두고 버스 내 전광판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후 정리 번호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지불합니다. 지폐는 미리 잔돈으로 바꾼 후 요금을 지불합니다.
・본인이 내릴 정류소명이 방송되면 버스 내 "다음 정류장에 내리실 분은 이 버튼을 눌러

주세요."라고 적혀있는 버튼을 누르고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할 것을 알립니다.
・버스는 흔들려서 위험하므로 정류소에 정차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하십시오.
・미리 운행하는 버스의 운행코스 및 정류소명을 알아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승차카드＞

일단 밖에 나가서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극장 및 영화관, 미술관 등에서는 전원을 꺼 주십시오.
・병원에서는 의료기기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전거 운행중에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은 위반행위입니다.

■에스컬레이터 타는 법
・혼잡할 때는 줄을 서서 순서대로 탑니다. 새치기를 하면 안 됩니다.
・ 둘씩 줄을 서서 타는 에스칼레이터의 경우 왼쪽(간사이에서는 오른쪽)으로 타고

우측(간사이에서는 왼쪽)은 바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둡니다.
・바쁜사람은 좌측에 있는 사람의 어깨등에 부딪히지않도록 주의하면서 오른쪽으로

걸어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위험하므로 뛰지마십시오.

공용교통기관공통승차카드(Suica,PASMO 등)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사전에 충전한 금액

・안전을 위해서 앞사람과 한 칸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으로 사용가능한 선불충전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신용카드일체형도 있습니다. 역에 있는 자동

・위험하므로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밖으로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마십시오.

발권기 및 창구, 버스영업소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프라스틱 샌들 및 긴 스커트 등은 에스컬레이터 계단 틈에 끼이기 쉬우므로 주의

＜정기승차권＞

특정구간을 반복해서 승차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한 정기승차권은 할인이 적용됩니다. 통학정
기권을 구입하려면 학교가 발행하는 [통학증명서] 또는 [통학정기권구입겸용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내리는 곳에 멈춰서 있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밀려서 부딪히는 등 매우 위험합니
다.멈추지 말고 바로 이동합시다.

하므로 역의 정기권 구입 창구에서 수속합니다.

토막상식 : 전철에서는
내리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내리는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문앞을 가로막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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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내리고 난 뒤 승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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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길거리 예절

3-12. 전화 예절

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맙시다. 특히 길거리흡

전화를 거는 방법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의 전화예절을 알아두고 예

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시다.

■길거리흡연/무단투기는 금지!

■전화 응대 매너

・도쿄의 각 구에서는 독자적법령에 의해 빈 캔 및 담배꽁초를버리거나

①일본에서는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바로 전화번호만을 말하며 상대를 확인하지않습니다.

길거리 흡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인 [노상금지지역]에서는 걸어가며하는 흡연은 물론 길에 서거나 앉아서

상대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상대의 이름을 말하고 확인합니다.
예)

"여보세요.다나카상 댁입니까?"

흡연하는 것도 금지되어있습니다.
・노상금지지역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직원으로부터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게는 벌금형 및 과태료를 징수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②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이름을 말합니다.

먼저 본인의 이름과 소속을 천천히 상대방이 알기쉬운 발음으로 전달합니다.
이름을 말하지않고 갑자기 "○○씨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참고) 도쿄도내 노상금지지역에서의 흡연에 벌금 및 과태료 징수를 하는 구 (2019
년 현재) 는 치요다구, 시나가와구, 오오타구, 시부야구, 스기나미구, 내리마구,

③상대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바로 끊어버리지말고 전언을 남기는

아다치구, 하치오지시, 마치다시, 히가시무라야마시, 키요세시, 하무라시입니다.

것이 좋습니다.

그 외 구에서도 길거리흡연금지구 설정 및 매너 켐페인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예) "전화가 왔었다고 전해주십시오."

또한,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에서도 금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때 상대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하면 "알고있습니다."라고 하지말고

＜MEMO＞
※ 일본인의 습관 및 매너에 대해 느낀 점 및 모르는 점이 있다면 여기에 메모해 두고

이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만났을 때 물어봅시다.

전화번호를 남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④자동응답전화의 경우에는 음성 안내에 따라 본인의 이름, 용건, 전화번호를 확실하게

녹음하십시오.
⑤전화를 끊을 때는 상대방보다 먼저 끊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토막상식 : 노상금지지역에서
흡연이 하고싶을때는 흡연가능함 음식점에 들어가든지, 담배판매점 및 공용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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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흡연구역을 이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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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학생생활
학생생활을 더욱 쾌적하고 충실하게 보내기 위한
정보와 지식을 소개합니다.

4-1. 유학에 대하여
[유학]에 필요한 신청과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둡시다.

■일본어능력시험에 관하여
・일본어능력시험은 매년 7월과 12월에 실시합니다.

■ [유학] 시 입국 후 수속

・수험료는 5,500엔 (2020년 현재)

・ 국가에 따라[유학]수차사증을 발행하는 일본공관도 있지만, 입국 전에 [유학]

・시험 접수기간은 제 1회(7월 실시)는 4월 경, 제 2회(12월 실시)는 9월 경입니다.

수차사증을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어학교 1년 이상 과정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나 대학교 학부 등에서 2년이상 공부

하는 사람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새로

일본어능력시험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해 주세요.
(※2020년부터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47개 도도부현의 주요도시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운 재류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 허가받은 재류기간은 개별심사에 따라 기간이 결정됩니다.
・학교에 따라 학생을 대신해서 수속을 진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실시에 관해서는 일본어능력시험접수센터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http://www.jees.or.jp/

☎ 03-6686-2974

・해외 실시에 관해서는 국제교류기금 일본어시험센터

http://www.jlpt.jp/e/index.html

☎ 03-5367-1021

2000년까지는 일본어능력시험 1급 또는 2급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교나 전문학교가
많았지만, 2001년부터 일본유학시험이 실시되어 일본어 능력시험을 입학시험에
사용하는 곳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몇몇 대학원이나 전문학교에서는 일본어능력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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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장학금에 대하여

4-3. 학비감면에 대하여

장학금 제도가 많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자신의 조건에 맞는 장학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학비 감면제도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금을 찾아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 것입니다.

■장학금제도 종류

■대학의 학비감면제도

①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②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③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국제교류단체 장학금
④민간단체 장학금
⑤도일 전 채용 장학금
※장학금제도의 개요를 알 수 있는 [일본유학장학금 안내책자]는 아래에서 제공

・대학에 따라 독자의 자금으로 유학생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상황 심사 등에 의해 수업료 30% 정도를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학교가 많습니다.
・대학에 따라 인원수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내 국제교류센터 등에 문의하세요.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유학생사업부 유학정보과 일본유학계
〒 135-8630 東京都江東区青海 2-2-1
☎ 03-5520-6111

FAX 03-5520-6121

인터넷 다운로드는
http://www.jasso.go.jp/ryugaku/study_j/scholarships/brochure.html

JAPAN STUDY SUPPORT
http://www.jpss.jp/sguide/index.html
JAPAN STUDY SUPPORT 홈페이

<국립대학법인>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하는 학비 감면

제도를 가진 학교가 많습니다.
・원래 일본인 학생용 제도이기 때문에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제각각이며 제

출서류 종류나 감면 허가 인원수 등은 대학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립대학>
・통상 국립대학에 준하는 제도가 있지만 유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담당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지에서는 재학단계(과정), 소속
학교명, 학교소재지, 수급자의
거주지 등의 검색항목에 따라
조건에 맞는 장학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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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아르바이트 허가신청과 조건
[유학]재류자격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주의해야 할 것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1）노동조건은 가급적 기록해 둘 것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해 주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일하는 곳이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재류기간 갱신허가를 신청할 때 동시에 [자격외활동허가]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 근무일, 근무시간, 임금, 임금 지급일, 고용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메모

하여 이를 미리 확인해 둡시다.
・만약 일본어를 쓸 수 없는 경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대신

써주실 수 없을까요?"라고 부탁해 봅시다.
・주요사항을 기록해 두면 오해에 의한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공항, 항구에서는 입국 시에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문이나 정보지에서 찾은 경우라면 그 구인란 부분을 오려서 보관해 둡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2）근무시간과 임금을 기록해 둘 것

①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입국관리국 창구에 있습니다.)

・임금지급명세는 반드시 보관해 둡시다.

②여권 ※여권은 제시만 하면 됩니다.

・만약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근무한 날짜, 시간, 임금
을 잊지 말고 기록해 둡니다.

③재류카드(뒷면에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기재됩니다.)
④학생증
※신청은 무료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조건1…시간에 관하여
・지금까지 [유학]과 [취학]으로 나누어져 있던 제도가 2010년 7월 1일자로 [유학]으

3）무단지각, 무단결근을 하지 않을 것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전화로 연락하지않고 멋대로 지각하거나 결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각, 결근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해야합니다.

로 일원화됨에 따라 둘 다 주 28시간 이내의 자격외활동(아르바이트)이 인정됩니다.

＜ 확 인 란 ＞

(장기휴업기간 중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확대됨, 주 40시간까지)

●자격외활동허가 ･･････････････････････････････ □
●근무조건기록

■아르바이트의 조건2…업종에 관하여

・근무일

・지급일

・정해진 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유흥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바, 카바레 등 객석에 동석하여 서비스하는 업종, 성 접대와 관련하는 업종,
사행 업종(빠찡코, 마작) 등.
이러한 업종에서는 설거지나 청소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명
・근무시간
・전화번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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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아르바이트 찾는 법

4-6. 아르바이트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아르바이트 찾을 때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우선 구인정보를

아르바이트 중에 부상을 입거나 임금 문제 등이 발생한다면 우선 담당자와

확인하고 끈기있게 도전합시다.

이야기 해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전문기관과 상담합시다.

■학교의 학생생활과 등에서 소개

■아르바이트 중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재적학교의 학생생활과, 후생과 등에서도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이나 집과 직장을 오가는 사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노동자 재해

・담당 창구에 문의해 보세요.

보상보건법(労災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이더라도 노재법 적용은 일본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정보지, 신문구인란 등을 활용합시다
・아르바이트 정보지나 신문의 "구인안내란"에 아르바이트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이 정보지는 서점이나 역 매점에서 팔거나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일본인 대상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연락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구인정보 중에는 실제 근무 내용이나 급여와 다르다는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찾는다
・수많은 구인사이트가 있고,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직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곧바로 담당자에게 알려서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통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치료를 받는 동시에 반드시 경찰에게 연락해 주세요.
・치료 후 직장의 담당자나 동료와 이후의 대응에 대하여 상담합시다.

・만약 치료를 받지 못하였거나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였다면 상담기관에 상담하는 갓이

좋습니다.

■노동에 관한 분쟁관련 상담기관
・도도부현의 노동상담소나 노동경제국 노정부는 근로자와 고용자 사이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을 시 분쟁해결을 도와줍니다.

・구인정보만 소개하는 사이트와 구인정보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인사이트 중에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으로 안내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

<도쿄의 경우>
●전화상담

도쿄도 노동 110번

☎ 0570-00-6110

・각지의 직업안정소에도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월∼금

・외국인 학생 대응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당한 곳이 있으면 소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금 14:00 〜 16:00

영어

수목금 14:00 〜 16:00

중국어

■친구에게도 정보를 확인

9:00 〜 20:00

토

9:00 〜 17:00

●방문상담 (예약제)

☎ 03-3265-6110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교 친구나 지인에게 상담해 봅시다.

노동상담정보센터 (이다바시)

・자리가 생겼을 때 알려주거나 소개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www.hataraku.metro.tokyo.jp/soudan-c/center/access/office01.html

<메모란>
※아르바이트 정보 등을 메모해 보세요.

월∼금 9:00 〜 17:00
(야간상담이나 토요일 상담이 가능한 센터도 있습니다.)

토막상식 :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취업지원, 고용촉진을 위한 사이트 「헬로워크 인터넷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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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ellowork.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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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본인 친구 만들기

4-8. 교류활동에 참가하기

학업에 집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되도록 많은 일본인 친구를 사귀어 보람

일본의 생활과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알찬 유학생활을 보낼 수

찬 유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자국 문화교류로도 이어집니다.

■일본인은 친구가 되기 어렵다?
・외국인 유학생으로부터 '일본인과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1）일본인은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유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모른다.
2）일본의 사회과 교육은 유럽, 미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국가의

역사적 관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관심이 부족하다.
3）일본인 중에는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을 '자신보다 아래'라는 차별의식을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아시아 유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일

본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인은 처음에는 잘 터놓고 지내지 못하지만 서서히 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일본인에게 적극적

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생끼리만 가까이 지낸다면 일본인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같은 유학생이라면 다른 나라 출신이라도 금새 친해질 수 있는데 일본인은 좀처럼

친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학생끼리만 어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유학생 사이의 교우관계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유학생끼리만 어울린다면

도리어 일본인에게 폐쇄적으로 비추어져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나 주거지역의 교류활동에 참가해 봅시다
・일본인의 생활이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교류 이벤트에 참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나 집 근처 지자체에서 유학생이나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활동이 열립니다.
・홈스테이, 일본 가정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류 이벤트 정보는 지자체 창구에 문의하거나 교내 게시판에서 찾아봅시다.

■지방 홈스테이 프로그램도 참가해 봅시다
・도쿄와 다른 생활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지방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방학기간 중에 일본 각지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3주 정도의 홈스테이 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왕복 교통비 정도입니다.
・재적 학교의 국제교류 센터나 정보지 등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에서 자국의 역사나 문화를 재확인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일본인이 출신국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신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알아둔다면 대화

내용이 풍부해집니다.
・일본에 대해 깊이 알 수록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상시 뉴스 등을

훑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자국 역사나 문화를 재확인 하는 기회도 됩니다.

・언어가 통해서 편하다고 하여 같은 나라의 친구만 사귄다면 일본 유학의 의미가 반

감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친한 일본인 친구를 사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
니다.

토막상식 : 일반재단법인 교리쯔국제교류장학재단은 장학생,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수여행(홈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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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https://www.kif-or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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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유학생 네트워크를 소중하게
가족과 떨어져 외국에서 생활하면 많은 어려움과 정신적 불안을 겪을 수 있습
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친구나 선배, 상담기관 등에 상담해 보세요.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귄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 혼자서만 생각하지 않고 자국 출신 친구나 유학생

＜ 확 인 란 ＞
①공부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까? ････････････････････････ YES ／ NO

②생활에 관한 고민은 없습니까? ････････････････････････ YES ／ NO

선배에게 상담해 봅시다.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건이

③고립된 상태는 아닌가요? ･････････････････････････････ YES ／ NO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내에 유학생회가 있다면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학생을 위한 정보지를 활용한다

④무엇이든지 상담할 수 있는 친구나 선배가 있습니까? ･･･ YES ／ NO

・유학생을 비롯하여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지나 신문 등이 많이 발행되고
⑤일본인 친구는 생겼습니까?

있습니다.

････････････････････････ YES ／ NO

・중국어, 한국어, 영어로 발행하는 정보지도 있습니다.
・유학생이 재적하는 일본어학교나 대학 등에 무료로 배포하는 정보지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유학생에게 부적절한

⑥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았습니까?

･･････････ YES ／ NO

광고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활용합시다.

■각국의 유학생회 홈페이지
재일 인도네시아 유학생협회

http://www.ppijepang.org

재일 싱가폴 유학생협회

http://www.ssaj.net

재일 태국 유학생협회

http://tsaj.org

⑦일본의 지방을 여행해본 적이 있습니까? ･･････････････ YES ／ NO

※지금까지의 일본 유학생활을 되돌아보고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중국(대만) 재일동경동학회(同學會) https://www.tts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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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말레이시아 유학생협회

http://www.msaj.net

베트남인 커뮤니티

http://betonamu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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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구직활동
취업할 때 유학생이라고 특별히 배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본인 학생과 똑같
이 취업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학생이 가진 장점을 살리자
・일본기업이 유학생을 채용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모국과 일본 양쪽의 언어와 관습에

익숙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회사의 특징
＜대 기 업＞

・일본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은 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생각으로 입사하

는 사람이 많습니다.
・입사 후 1~3년 정도는 상사나 선배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배우게 하고 차후에 중요

한 일을 맡기는 회사가 많습니다.
・세계 주요도시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서 근무한다면 해외근무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되고 복리후생 또한 잘 갖추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1인 기숙사나 가족 기숙사 등에 입주할 수 있다면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

에 실질적인 수입은 더욱 많아집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혼자서 답당하는 업무의

영역도 넓고 보람을 느끼는 업무도 많습니다.
・중국이나 아시아 주요도시에 생산거점을 가진 중소기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유

학생이 가진 장점을 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학생에게 일본의 기업문화와 경영을 가르친 후 해외 지사나 생산거점에서 현지 직원

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점이 유학생이 가지는 장점입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의 취업창구
・사립 대학은 구인표나 취업정보지를 갖추어 놓을 뿐만 아니라 취직과나 커리어센터에

서 취업준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취업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지만 이런 세미나도 적극적으로 참가합시다.

지도교수의 조언을 듣는 것도 유익합니다.


＜ 확 인 란 ＞
※취업에 앞서 여러분의 희망직종이나 어필할 수 있는 점을 정리해 봅시다.

①당신이 희망 직종은 무엇입니까?

・급여 면에서는 대기업보다 적은 곳이 많고 복리후생도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적을 쌓으면 대기업 이상의 수입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국계기업＞

②당신이 어필할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해외 기업 및 해외 자본으로 일본에 설립한 기업을 외국계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외국계기업은 본사가 있는 국가와 일본 외에 세계 각지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 많아서 일본에서 채용되어도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타 회사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여는 매우 많지만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개인의 실적에 따라 쉽게 해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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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취업을 위한 재류자격변경
대학 재학중에 직장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졸업 후에도 취업준비 활동을 계
속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재류자격 [특정기능]에는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의 2종류가 있습니다.

[특정기능 2호]는 특정산업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3）특정활동 (46호)

・일본의 전문학교(전문사 칭호를 획득한 자), 단기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규과정

・일본의 공적, 사적 기관에 있어 일본 대학 졸업자가 습득하는 넓은 지식, 응용능력 등

을 졸업하고 [유학]비자 재류기간 후에도 취업준비를 하려는 사람은 비자를 [재류자

.등 외에, 유학생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높은 일본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요건으

격특정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이 제도를 이용하여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은 [유학]재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

신대학 담당자에게 [추천서]를 발행 받아 이를 첨부하여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류자
격특정활동]을 신청해 주세요.

으로하여 폭넓은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19년 5월부터 개시)
※ 일본어능력을 살린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재류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자격을 [유학]에서 [재류자격특정활동]으로 변경하면 최장 1년간(1회 한정 6개월

연장 가능) 재류가 가능합니다.
（※비정규과정 학생, 학점취득 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취업하기 위해 재류자격 변경

재류자격

특정기능

특정기능

특정활동

기술, 인문지식,

（비자）

（1호）

（2호）

（46호）

국제업무

취로

취로

목적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업하는 경우 현재 재류자격인 「유학」을 근무할 수 있는 재

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재류기간

취로
(단순노동영역의 노동력확보)
・1년, 6개월, 4개월

・3년, 1년, 6개월

・상한 5년까지

・갱신가능

일본 공적, 사적 기관 계약에 따라 인문학과 분야(문과계 분야, 사회과학 분야 포함)

（학위）

불문

・5년, 3년, 1년

3개월
・갱신가능

학교, 해외 대학 졸

・국내외 대학 졸업
・일본 단기대학 졸업
・일본 전문학교 졸업

제외)
・비지니스 레벨
・인사~일상회화 레벨

인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일본어능력
（JLPT기준）

・일본어능력검정 N1 ・비지니스 레벨

(기준 : 일본어능력검정 N4 이상)

또는 BJT비지니스

・시험결과 등 증명필요

일본어능력테스트

(1호에 한함, 2호는 제외)

480점이상

(기준 : 일본어능력
검정 N1~N2)
・시험결과 불필요

・시험결과 등 증명필요

능한 외국인을 수용하는 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개시)
・특정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하는 기능을 요구하는 업무에 종

(※단기대학·전수
업·대학원 수료는

업무, 혹은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

・ 인력부족이 심각한 특정산업분야에 대해 일정한 전문성, 기능이 있고 즉시 투입 가

・갱신가능
・일본 대학원 수료

학력요건

이학, 공학, 그 외 자연 과학 분야(이과계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2）특정기능 (1호)

6개월, 3개월
・일본 대학 졸업

■유학생이 취업 시 변경하는 주요 재류자격
1）[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5년, 3년, 1년

급여요건

・일본인과 동등 이상

・일본인과 동등 이상 ・일본인과 동등 이상

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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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사비유학생의 휴학/복학/재입학 수속
재류자격

특정기능

특정기능

특정활동

기술, 인문지식,

（비자）

（1호）

（2호）

（46호）

국제업무

・조건을 충족하면 국

■휴학 시

내 국외 둘 다 가능
・조건 충족 시 국내 국외 둘 다 가능

채용방법과
관리방법

・직접채용, 소개회사 등
・지원계획 입안과 실시 필수
（※특정기능2호 : 일본에서 특정기능 1호를

종료한 자）

・직접채용, 소개회사

등
・풀타임 상근으로 근

무할 것
（※파트타임, 아르바

・조건을 충족하면 국

내 국외 둘 다 가능
・직접채용, 소개회사

등

제외）
・2업종에 한 함
（※숙련된 기능을 요

구함）

<재류자격에 관하여>

지식이나 경험, 높은

력·기술을 살릴 수

・ 외국인 유학생이 3개월 이상 휴학하는 경우 만약 재류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귀국해

일본어능력을 이용한

있는 일

업무내용
（예）

용 공업, 자동차 정비,

・일본에서 계속 체재하고 싶다면 그 활동에 따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항공, 숙박(프런트, 기

예）서비스업, 제조업, 예）경리, 재무, 총리,
인사, 법무, 기획,
숙박업, 간병 등
(외국인, 일본인 대
상 접객판매업무 등)

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류자격[유학]을 유지한 채 일본에 체재할 수는 없습니다.
・휴학기간 중에는 일본국내에서 자격외활동(아르바이트)은 할 수 없습니다.

요하는 일일것

산업, 건설, 조선·선박 ・조선·선박용 공업

지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릴 수 있는 일, 어학

원에서 습득한 넓은

간병, 산업기계제조업,
・건설업

의 지도교사나 상담창구에서 상담받은 후 필요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학기 도중에 휴학하는 경우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휴학개시일에 따라 대응이 달라

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학교 유학생과 등에 상담해 주세요.

・일본 대학이나 대학 ・외국만의 감성을 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기·전자 정보 관련

・ 아프거나 다치는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

・대부분의 장학금은 휴학 중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기간에 휴학을 하게

이트, 파견사원은
・14업종에 한 함

휴학이나 복학, 재입학 시 주의사항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상품개발, 디자인,
마케팅, 홍보, 통역,
번역, 사기업 어학

획·홍보, 접객 등), 농

강사, 기계공학 등

업, 어업, 음식료품 제

의 기술자, 연구개

조업, 외식업(음식, 조

발, 프로그래머, 건

리, 접객 관리인 등)

설 설계, 시스템 관
리 등

・휴학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서 [유학]을 적절한 재류자격으로 변

경해 주세요.

■복학, 재입학 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 휴학 후 복학,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유학에 필요한 재류자격([유학]비자)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일본 출입관리소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일본 국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신청에서 교부까지 통상(문제없이 진행될 시) 30~9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준비·신청하기 바랍니다.
・학교가 유학생 본인을 대신하여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자격변경 수속 시 제출서류
・신청한 재류자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비자를 취득하여 도일해야 하기 때문에 유

의하십시오.

・자신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출입국관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NINTEI/zairyu_nintei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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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시

■재입학 시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학교 상담창구에 수속스케줄이나 신청서류 등을 확인

・ 재입학은 학교에 따라 퇴학 후 경과연수 또는 지원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학

교 상담창구에 확인해 주세요.

해 주세요.

・많은 학교에서 재입학시험(서류심사, 면접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학 수속 스케줄>

11월
（5월）

대학

・제적 또는 퇴학한 학교에 재입학하기 위해서는 퇴학 시의 [퇴학이유]가 중요합니

・사비유학으로 휴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차년도 수학의사를 확인
학생

・재입학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지망이유서]에 확실히 공부에 힘쓸 것을 전달합시다.

① 복학 의사가 있는 경우는 [복학원]과 [재류카드]사본을 11월 말까지 학부

<재입학 수속 스케줄>

다.

담당자에게 제출

10월

대학

（4월）

・[복학원]을 토대로 심사
12월
（6월）

・복학허가 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를 학생에게 송부

・재입학시험(면접 등) 실시, 심사

학생

11월
（5월）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심사결과 통지

（9월초）

12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학

3월

학생

・출입국관리소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대리 신청

2월

（6월）

30〜90일간

⇒허가 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학생에게 우편송부
학생
③「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으면 즉시 자국의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유학비자

1월
（7월）

（9월초）
※(

④재입학수속서류(사진, 여권사본, 복학 후 경비 지불 관련 계획서 등)을 학부

대학
・출입국관리소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대리신청

2월

<출입국관리사무소>

（8월）

대학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심사결과 통지

④비자 교부 후 일본 입국
・대학에서 복학 수용, 가이던스 등 실시

③입학금 납입

담당자에게 제출

심사기간

를 신청
4월

교부신청서]를 학생에게 송부
②재입학 시험 ⇒ 종료 후 귀국

대학

（8월）

⇒합격결정 후 [합격통지서, 입학수속서류, 송금의뢰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학생

서 등) 을 학부 담당자에게 제출
（7월）

①재입학 의사를 대학에 전달하고 필요서류를 제출

대학

② 복학수속서류 (사진, 여권 사본, 복학 후 경비 지불 관련 계획서, 복학 이유
1월

학생

심사기간
30〜90일간

⇒허가 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송부
3월

・증명서, 재입학허가서를 학생에게 송부

（9월초） 학생
⑤[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으면 즉시 자국의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유학

)는 9월 재입학 시의 스케줄 예시입니다.

비자를 신청
⑥비자 허가 후 일본 입국
4월
（9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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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재입학 수용, 가이던스 등 실시

)는 9월 재입학 시의 스케줄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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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긴급시 대응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생활하기란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병이나 재해 등에서 긴급사태에 직면하면 매우 난처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 둡시다.

5-1. 병이 났을 때

5-2. 큰 부상이나 갑자기 몸이 아플 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유학생의 경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한밤중에 통증을 동반하여 심하게 아플 때에는 구급차

있을지 불안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대비하여 일본 의료에 대해서 알아둡시다.

를 타고 병원에 가서 긴급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주세요

■구급차를 부르는 번호는 ☎119번

・기후도 풍토도 다른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은 몸 상태가 나빠지기 쉬운 법입니다.

・구급차를 부를 때는 일본전국 공통으로 국번없이 ☎11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언어의 문제나 귀찮아서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으면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기 때

・공중전화에서 걸 때는 전화기 전면에 있는 긴급용 빨간 버튼을 누르고 ☎119으로

문에 가급적 빠르게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진찰을 받아주세요.
・병원이나 진료소에 갈 때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증을 지참해주세요.

■병원, 진료소를 고르는 방법
・큰 종합병원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병원까지, 많은 병원과 진료소가 있습니다.
・큰 병원은 장시간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기나 복통 정도라면 근처

소규모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진찰을 받아주세요.
・학교에 진료시설이 있는 경우 그곳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나 신원보증인 등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아봅시다.

■만약 입원해야 한다면
・입원을 권고받는다면 병원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입원 시 필요한 것은 병원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전화해 주세요.
・전화가 연결되면 화재가 났는지 구급차를 부르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구급차를 부르는 순서
①아프거나 다친 사람이 있는 장소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②아프거나 다친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③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도로에 나가서 유도해주세요.

■구급차를 부를 지 망설여질 때는 전화상담창구에 상담합시다
・구급차를 부를 필요가 있는지 상담해드립니다. 또한,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안내해드립니다.
☎ #7119 구급상담센터(전국주요도시)

휴대전화, PHS 등 24시간 연중무휴
※유선전화는 도쿄23구 : ☎03-3212-2323

타마지구 : ☎042-521-2323
http://www.fdma.go.jp/mission/enrichment/appropriate/appropriate007.html

개인 식기(숟가락, 젓가락, 그릇 등), 슬리퍼, 필기도구, 잔돈

#7119 실시지역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여성의 경우는 생리용품 등
・입원시에는 일반적으로 보증인이나 보증금이 요구됩니다. (10만엔 정도인 경우가 많음)
・보증금은 의료비영수증과 바꾸어서 반환되기 때문에 보증금 영수증은 잘 보관해두세요.

:042-521-2323:042-521-2323

재류카드, 건강보험증, 도장(소지자에 한함), 속옷 및 잠옷, 세면도구

■도쿄도판 [긴급진료 가이드]

・인터넷(PC, 스마트폰, 휴대전화)으로 증상의 긴급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긴급
진료 가이드]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http://www.tfd.metro.tokyo.jp/hp-kyuuimuka/guide/main

■야간, 일요일, 공휴일 이용 가능 구급병원
・일본의 병원은 일요일, 공휴일 야간에는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상기
시간대에 아프거나 크게 다친 경우 구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구급병원이 있는지는 소방서 텔레폰서비스 ☎ 03-3212-2323으로 문의하십시오.
(도쿄 23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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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소방청 [구급차 이용 매뉴얼]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순서와 필요한 물품, 구급차가 오고나서의 대응 등을 정

리한 [구급차 이용 매뉴얼]이 공개되었으며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www.fdma.go.jp/publication/portal/post2.html
※일본어판,

영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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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난/분실에 대하여

5-4. 교통사고의 피해자/가해자가 되었다면

도난 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급적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만약 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에 휘말렸을 때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대응 방법을 알아둡시다.

■경찰을 부를 때는 ☎110번

・도난 당하거나 강도를 만났을 경우 전국 공통으로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사고 발생 시 대응
①중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부상을 처치한다.
・교통사고 부상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전국 공통

・주소와 성명을 말하고 나서 사건의 내용을 말해

국번없이 ☎119번으로 전화하여 구급차로 병원에

주세요.

이송시킵니다.

・공중전화에서 걸 때는 긴급용 빨간 버튼을 누르고

・ 이 때, 큰 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추후

☎ 110 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부상이 심해지거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 치료를 받아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합시다

・도난을 당하거나 귀중품이 없어진 경우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난신고], [분실신고]를 해주세요.

②☎ 110 번으로 전화하여 경찰을 부른다.
・전국 공통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하여 경찰을 부릅니다.

・그리고 도난, 분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도록 합시다.

・사고 상대방에게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게 사고 검증을 받도록 합니다.

■은행카드, 통장과 도장을 도난 당했다!

・이후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어느 쪽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은행카드나 통장, 도장 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사실을 알았다면 곧바로 은행에

됩니다.

연락하여 계좌 이용 정지 절차를 진행하세요.

■여권을 분실하였다면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다면 우선 경찰서로

가서 [도난신고] 또는 [분실신고]를 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증명서를 가지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권 재발행을

③치료비와 손해보상 합의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치료비나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합의합니다.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손해보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합의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회사나 잘 아는 일본인에게 의뢰하거나

전문기관에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해주세요.

■곤란한 사항에 대한 상담창구는 ☎#9110번

・곤란한 사항 등으로 경찰에 상담하고 싶을 때는 경시청 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경시청 종합상담센터 ☎#9110번 또는 ☎03-3501-0110
(평일만 접수 가능 / 8:30 ~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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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화재예방을 위하여

5-6. 지진피해를 입는다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의 원인으로 '가스버너'와 '담배'가 상위를 차지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지진다발국입니다.

또한 겨울에는 '난로'로 인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합시다.

평소에도 지진에 대비하여 둡시다.

■예방방법과 주의사항

■밖에 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면

1）'가스버너'에 주의합시다.

・길 위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면 넓은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건물 옆은 낙하물이

・ '가스버너' 주변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을 것.
・요리 중에 냄비에 불을 킨 채 '가스버너'에서 떠나지 않을 것.
・만약 불이 났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재빨리 초기진압해 주세요.
①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진압해 주세요.
②끓는 기름에 물을 부으면 위험합니다. 젖은 수건이나 큰 덮개로 냄비를 덮거나

야채를 가득 넣어서 불을 꺼 주세요.

떨어지므로 위험합니다.
・큰 지진의 경우 교통기관 등이 마비되기 때문에 라디오나 인터넷 등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냉정하게 행동해 주세요.
・전화는 통화가 제한되어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인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해용 게시판을 이용합시다.
・또한 Skype, Line, Twitter, Facebook 등 SNS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2）담뱃불 처리에 신경 씁시다.
・담뱃불은 반드시 재떨이에 꺼 주세요.

■실내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면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버릴 때에도 물을 끼얹어 완전히 끈 후에 버립시다.

・먼저 가스와 스토브 불을 끄고 낙하물로부터

・침대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책상이나 탁자

3）소화기 사용방법을 알아 둘 것.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탁자의 다리를 붙잡아

・집에 비치된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해 둡시다.

몸을 안정시키세요.

・소화기에 적힌 조작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불이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안전핀을 뽑는다

・흔들림이 멎으면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잡는다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불을 향해 분사한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나서 냉정하게 행동해
주세요.

■지진 대비
■불이 주변으로 번질 것 같다면 소방서 ☎119번으로 연락

・불이 번질 것 같은 경우, 큰 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쳐서 주변 사람에게 알립니다.
・곧바로 소방서 ☎119번으로 전화하여 "불이 났다"고 말하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주세요.

・쓰러질 것 같은 가구나 냉장고, 책꽂이 등을 벽에 고정시키거나 천장에 버팀대로

고정해 둡시다.
・비상용 배낭에 비상식량, 음료수, 귀중품, 여벌옷, 라디오, 회중전등, 약 등을 넣어

둡시다.

・소방관이나 경찰, 집주인이 현장에 도착하면 지시에 따라 행동해 주세요.

■보험에 관하여

・임대 맨션이나 아파트는 입주 시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과 후처리에 대해서도 상담해 주세요.

토막상식 : 재해 발생 시 재해 구역 통신회사의 Wifi스팟이나 피난처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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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00000JAPAN」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안부 확인 등을 위해「00000JAPAN」도 활용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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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각종상담창구
교통사고 등 법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든든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1. 도쿄도 내 외국인 상담창구

6-2. 변호사회의 법률상담창구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도내 외국인 상담창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도도부현에는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법률상담센터가 있고 외국인 상담에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적확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관하여 특별히 통역을 둔 곳도 있습니다.

①도쿄도 국제교류 위원회

①일본 변호사연합회

홈페이지：http://www.tokyo-icc.jp

・도내에는 20개의 구와 시에 국제교류협력회가 설치되어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외국

인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쿄도 국제교류 위원회에서는 법률, 재류자격, 의료, 유학생 등 분야별 전문상담창구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http://www.nichibenren.or.jp

1）전국 변호사회 일람
홈페이지：http://www.nichibenren.or.jp/bengoshikai.html
・전국 각 변호사회, 변호사연합회를 소개하는 페이지에는 메세지와 홈페이지 링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②도쿄도청 도민의 소리 [외국인 상담창구](전화

및 면접상담 가능, 무료)

홈페이지：http://www.e-sodan.metro.tokyo.jp/links/foreign.html

・도쿄에 사는 외국인을 위해 인간관계, 결혼, 국적, 일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 160-0022 東京都新宿区新宿 3-1-22NSO ビル 5 階 弁護士会東京総合法律相談センター

홈페이지：http://www.lccf.info/jp

문제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에는 변호사회(도쿄 변호사회, 제1 도쿄 변호사회, 제2 도쿄 변호사회)와 전국

<대응언어와 시간>
어

☎ 03-5320-7744

월∼금 9:30 〜 12:00、13:00 〜 17:00

조직인 법률부조협회가 연계하여 외국인 면접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 국 어

☎ 03-5320-7766

화 ·목 9:30 〜 12:00、13:00 〜 17:00

☎ 03-5320-7700

<상담내용>

한 국 어

수

영

③도쿄법무국 인권옹호부 [인권상담소]

9:30 〜 12:00、13:00 〜 17:00

・재류자격, 난민인정, 귀화, 국적, 국제결혼 및 이혼 등의 가사, 국제경제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전화 및 면접상담 가능, 무료)

〒 102-8225 千代田区九段南 1-1-15 九段第二合同庁舎
홈페이지：http://www.moj.go.jp/JINKEN/index_soudan.html
・인권옹호위원이 인권문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대응언어와 시간>

・일본어가 서투른 외국인의 민사사건, 노동사건, 형사사건 등 일본법의 전반

<상담요금>
30분 : 5,000엔 (세금별도) 연장 15분 당 2,500엔 (세금별도)
<대응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필리핀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네팔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 0570-090911

평일 9:00 〜 17:00 ※연말연시 휴무

일본어는 전국 공통 인권상담 전화 ☎ 0570-003-110
접수시간 평일 8：30 〜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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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률상담센터 (외국인법률상담)

<예약접수시간, 접수방법>
월∼토 9:30∼16:30 ※ 공휴일 휴무
원칙 전화예약제
<예약 및 문의 전화>

☎ 03-5312-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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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화 고민상담창구
고민이 있다면 어려워하지 말고 전화로 상담해봅시다.

시즈오카현

① [생명의 전화] 전국 전화 상담

홈페이지：http://www.inochinodenwa.org/

전화로 다양한 고민상담에 대응합니다.

홋카이도 홋카이도 생명의 전화 ☎011-231-4343

☎052-931-4343

24시간

교토부

☎075-864-4343

24시간

☎06-6309-1121

24시간

교토 생명의 전화

24시간

미야기현 센다이 생명의 전화

☎022-718-4343

24시간

니가타현 니가타 생명의 전화

☎025-288-4343

24시간

군마현

☎027-221-0783

월∼금

8:30~20:30

일·공휴일 8:30~16:00
효고현

고베 생명의 전화

☎078-371-4343

토·제2·4금요일

24시간

오카야마현

오카야마 생명의 전화 ☎086-245-4343

24시간

☎028-643-7830

24시간

히로시마현

히로시마 생명의 전화 ☎082-221-4343

24시간

이바라키현

이바라키 생명의 전화 ☎029-855-1000

24시간

야마구치현

야마구치 생명의 전화 ☎0836-22-4343

16:30~22:30

사이타마현

사이타마 생명의 전화 ☎048-645-4343

24시간

후쿠오카현

기타큐슈 생명의 전화 ☎093-653-4343

24시간

치바현

치바 생명의 전화

☎043-227-3900

24시간

후쿠오카현

후쿠오카 생명의 전화 ☎092-741-4343

24시간

도쿄도

도쿄 생명의 전화

☎03-3264-4343

24시간

나가사키현

나가사키 생명의 전화 ☎095-842-4343

토치기현 토치기 생명의 전화

도쿄도

도쿄 영어 생명의 전화 ☎03-5774-0992

9:00~23:00

8:30~익일8:30

토, 제2·4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8:30~16:00, 20:30~익일8:30

9:00~24:00

제2·4금요일

12:00~21:00

아이치현 나고야 생명의 전화

오사카부 간사이 생명의 전화

<전국 주요 전화상담창구>

군마 생명의 전화

시즈오카 생명의 전화 ☎054-272-4343

9:00~22:00

제1·3토요일 24시간

English only

오이타현 오이타 생명의 전화

☎097-536-4343

24시간

일본어 24시간
（일본어）☎045-335-4343
카나가와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요코하마 생명의 전화（ESP）

☎045-336-2477

수 10:00~21:00

（PRT）

☎045-336-2488

금 19:00~21:00

오키나와현

오키나와 생명의 전화 ☎098-888-4343

10:00~23:00

※기타 지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토 12:00~21:00

96

97

6-4. 교통사고/손해사정 상담기관
만약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에 휘말렸을 때에는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공익재단법인 교통사고 분쟁처리센터
홈페이지：http://www.jcstad.or.jp/
・교통사고 분쟁처리센터는 전국에 11곳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상담, 알선, 재정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2）면담에 의한 상담은

가스미가세키 상담소 (면접상담, 전화상담, 합의알선)

〒 100-0013

千代田区霞が関 1-1-3

弁護士会館 3 階

면접상담접수시간：월∼금 10:00 〜 12:00, 13：00 〜 16：00
※공휴일, 연말연시 휴무

※다른 지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전화로 상담일시를 예약해야합니다.

도쿄본부：☎ 03-3346-1756
※다른 지역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전화로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②도쿄도 교통사고상담

주의）상담은 일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어가 서투른 사람은 사촌 이내의
친척 중에서 일본어가 능숙한 사람이 통역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관에서는 유료로 영어, 중국어 법률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03-5312-5850 ※ P95 참조

・도쿄도가 운영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전문상담기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손해배상문제, 합의방법, 보험수속 등 교통사고에 관련

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상담원에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03-5320-7733
상담일시：월∼금 9:00 〜 17:00 ※공휴일, 연말연시 휴무

③공익재단법인 일본변호사연합 교통사고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n-tacc.or.jp
・일본 각지의 변호사회관 및 시구정촌(일본 기초단체 명칭)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상담, 합의알선, 심사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의알선은 상담담당 변호사가 기일을 정하여 상대방을 출두시켜서 중립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1）전화를 통한 무료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0570-078325 월∼금 10:0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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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락사무소
도쿄도 내 구·시청, 주일 외국(아시아) 공관 목록과
일반재단법인 교리쯔 국제교류장학재단에 대한 안내입니다.

7-1. 도쿄도내 구/시청 목록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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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요다(千代田)구

http://www.city.chiyoda.lg.jp/

시부야(渋谷)구

http://www.city.shibuya.tokyo.jp/

☎ 03-3264-2111

〒 102-8688

☎ 03-3463-1211

〒 150-8010

츄오(中央)구

http://www.city.chuo.lg.jp/

나카노(中野)구

http://www.city.tokyo-nakano.lg.jp/

☎ 03-3543-0211

〒 104-8404

☎ 03-3389-1111

〒 164-8501

미나토(港)구

http://www.city.minato.tokyo.jp/

스기나미(杉並)구

http://www.city.suginami.tokyo.jp/

☎ 03-3578-2111

〒 105-8511

☎ 03-3312-2111

〒 166-8570

신주쿠(新宿)구

http://www.city.shinjuku.lg.jp/

도시마(豊島)구

http://www.city.toshima.lg.jp/

☎ 03-3209-1111

〒 160-8484

☎ 03-3981-1111

〒 171-8422

분쿄(文京)구

http://www.city.bunkyo.lg.jp/

기타(北)구

http://www.city.kita.tokyo.jp/

☎ 03-3812-7111

〒 112-8555

☎ 03-3908-1111

〒 114-8508

다이토(台東)구

http://www.city.taito.lg.jp/

아라카와(荒川)구

http://www.city.arakawa.tokyo.jp/

☎ 03-5246-1111

〒 110-8615

☎ 03-3802-3111

〒 116-8501

스미다(墨田)구

http://www.city.sumida.lg.jp/

이타바시(板橋)구

http://www.city.itabashi.tokyo.jp/

☎ 03-5608-1111

〒 130-8640

☎ 03-3964-1111

〒 173-8501

고토(江東)구

http://www.city.koto.lg.jp/

네리마(練馬)구

http://www.city.nerima.tokyo.jp/

☎ 03-3647-9111

〒 135-8383

☎ 03-3993-1111

〒 176-8501

시나가와(品川)구

http://www.city.shinagawa.tokyo.jp/

아다치(足立)구

http://www.city.adachi.tokyo.jp/

☎ 03-3777-1111

〒 140-8715

☎ 03-3880-5111

〒 120-8510

메구로(目黒)구

http://www.city.meguro.tokyo.jp/

가츠시카(葛飾)구

http://www.city.katsushika.lg.jp/

☎ 03-3715-1111

〒 153-8573

☎ 03-3695-1111

〒 124-8555

오타(大田)구

http://www.city.ota.tokyo.jp/

에도가와(江戸川)구

http://www.city.edogawa.tokyo.jp/

☎ 03-5744-1111

〒 144-8621

☎ 03-3652-1151

〒 132-8501

세타가야(世田谷)구

http://www.city.setagaya.lg.jp/

☎ 03-5432-1111

〒 154-8504

東京都千代田区九段南 1-2-1
東京都中央区築地 1-1-1
東京都港区芝公園 1-5-25
東京都新宿区歌舞伎町 1-4-1
東京都文京区春日 1-16-21
東京都台東区東上野 4-5-6
東京都墨田区吾妻橋 1-23-20
東京都江東区東陽 4-11-28
東京都品川区広町 2-1-36
東京都目黒区上目黒 2-19-15
東京都大田区蒲田 5-13-14

東京都渋谷区宇田川町 1-1
東京都中野区中野 4-8-1
東京都杉並区阿佐谷南 1-15-1
東京都豊島区南池袋 2-45-1
東京都北区王子本町 1-15-22
東京都荒川区荒川 2-2-3
東京都板橋区板橋 2-66-1
東京都練馬区豊玉北 6-12-1
東京都足立区中央本町 1-17-1
東京都葛飾区立石 5-13-1
東京都江戸川区中央 1-4-1

東京都世田谷区世田谷 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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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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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시마(昭島)시

http://www.city.akishima.lg.jp/

니시도쿄(西東京)시

http://www.city.nishitokyo.lg.jp/

☎ 042-544-5111

〒 196-8511

☎ 042-464-1311

〒 188-8666

東京都昭島市田中町 1-17-1

東京都西東京市南町 5-6-13

아키루노(あきる野)시 http://www.city.akiruno.tokyo.jp/

하치오지(八王子)시

http://www.city.hachioji.tokyo.jp/

☎ 042-558-1111

〒 197-0814

☎ 042-626-3111

〒 192-8501

이나기(稲城)시

http://www.city.inagi.tokyo.jp/

하무라(日村)시

http://www.city.hamura.tokyo.jp/

☎ 042-378-2111

〒 206-8601

☎ 042-555-1111

〒 205-8601

오우메(青梅)시

http://www.city.ome.tokyo.jp/

히가시쿠루메(東久留米)시

☎ 0428-22-1111

〒 198-8701

☎ 042-470-7777

기요세(清瀬)시

http://www.city.kiyose.lg.jp/

히가시무라야마(東村山)시

☎ 042-492-5111

〒 204-8511

☎ 042-393-5111

구니타치(国立)시

http://www.city.kunitachi.tokyo.jp/

히가시야마토(東大和)시

☎ 042-576-2111

〒 186-8501

☎ 042-563-2111

〒 207-8585

東京都あきる野市二宮 350
東京都稲城市東長沼 2111
東京都青梅市東青梅 1-11-1
東京都清瀬市中里 5-842
東京都国立市富士見台 2-47-1

東京都八王子市元本郷町 3-24-1
東京都羽村市緑ケ丘 5-2-1

http://www.city.higashikurume.lg.jp/

〒 203-8555

東京都東久留米市本町 3-3-1

http://www.city.higashimurayama.tokyo.jp/
〒 189-8501 東京都東村山市本町 1-2-3
http://www.city.higashiyamato.lg.jp/

東京都東大和市中央 3-930

고가네이(小金井)시

http://www.city.koganei.lg.jp/

히노(日野)시

http://www.city.hino.lg.jp/

☎ 042-383-1111

〒 184-8504

☎ 042-585-1111

〒 191-0016

고쿠분지(国分寺)시

http://www.city.kokubunji.tokyo.jp/

후츄(府中)시

http://www.city.fuchu.tokyo.jp/

☎ 042-325-0111

〒 185-8501

☎ 042-364-4111

〒 183-8703

고다이라(小平)시

http://www.city.kodaira.tokyo.jp/

훗사(福生)시

http://www.city.fussa.tokyo.jp/

☎ 042-341-1211

〒 187-8701

☎ 042-551-1511

〒 197-8501

고마에(狛江)시

http://www.city.komae.tokyo.jp/

마치다町田)시

http://www.city.machida.tokyo.jp/

☎ 03-3430-1111

〒 201-8585

☎ 042-722-3111

〒 194-8520 東京都町田市森野 2-2-22

다치카와(立川)시

http://www.city.tachikawa.lg.jp/

미타카(三鷹)시

http://www.city.mitaka.tokyo.jp/

☎ 042-523-2111

〒 190-8666

☎ 0422-45-1151

〒 181-8555

타마(多摩)시

http://www.city.tama.lg.jp/

무사시노(武蔵野)시

http://www.city.musashino.lg.jp/

☎ 042-375-8111

〒 206-8666

☎ 0422-51-5131

〒 180-8777

쵸후(調布)시

http://www.city.chofu.tokyo.jp/

☎ 042-481-7111

〒 182-8511

東京都小金井市本町 6-6-3
東京都国分寺市戸倉 1-6-1
東京都小平市小川町 2-1333
東京都狛江市和泉本町 1-1-5
東京都立川市泉町 1156-9
東京都多摩市関戸 6-12-1
東京都調布市小島町 2-35-1

東京都日野市神明 1-12-1
東京都府中市宮西町 2-24
東京都福生市本町 5

東京都三鷹市野崎 1-1-1
東京都武蔵野市緑町 2-2-28

무사시무라야마(武蔵村山)시 http://www.city.musashimurayama.lg.jp/
☎ 042-565-1111
〒 208-8501 東京都武蔵村山市本町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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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출입국관리국 목록
【町村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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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호(瑞穂) 町

http://www.town.mizuho.tokyo.jp/

☎ 042-557-0501

〒 190-1292

히노데(日の出) 町

http://www.town.hinode.tokyo.jp/

☎ 042-597-0511

〒 190-0192

오쿠타마(奥多摩) 町

http://www.town.okutama.tokyo.jp/

☎ 0428-83-2111

〒 198-0212

히노하라(檜原) 村

http://www.vill.hinohara.tokyo.jp/

☎ 042-598-1011

〒 190-0212

東京都西多摩郡瑞穂町大字箱根ケ崎 2335

삿포로 입국관리국

〒060-0042 北海道札幌市中央区大通り西12丁目 札幌第3合同庁舎
☎ 011-261-7502(代）

센다이 입국관리국

〒983-0842 宮城県仙台市宮城野区五輪1-3-20 仙台第2法務合同庁舎
☎ 022-256-6076(代)

도쿄 입국관리국

〒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 0570-034259

나리타 공항지국

〒282-0004 千葉県成田市古込字古込1-1 成田国際空港第２旅客ターミナルビル６階
☎ 0476-34-2222(代)

하네다 공항지국

〒144-0041 東京都大田区羽田空港2-6-4 羽田空港CIQ棟
☎ 03-5708-3202(代)

요코하마 지국

〒236-0002 神奈川県横浜市金沢区鳥浜町10-7
☎045-769-1720(代)

나고야 입국관리국

〒455-8601 愛知県名古屋市港区正保町5-18
☎052-559-2150(代)

주부 공항지국

〒479-0881 愛知県常滑市セントレア1-1 CIQ棟3階
☎ 0569-38-7410(代)

오사카 입국관리국

〒559-0034 大阪府大阪市住之江区南港北1-29-53
☎ 06-4703-2100(代)

간사이 공항지국

〒549-0011 大阪府泉南郡田尻町泉州空港中１番地
☎ 072-455-1453(代)

고베 지국

〒650-0024 兵庫県神戸市中央区海岸通り29 神戸地方合同庁舎
☎ 078-391-6377(代)

히로시마 입국관리국

〒730-0012 広島県広島市中区上八丁堀2-31 広島法務総合庁舎内
☎ 082-221-4411(代)

다카마츠 입국관리국

〒760-0033 香川県高松市丸の内1-1 高松法務合同庁舎
☎ 087-822-5852(代)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810-0073 福岡県福岡市中央区舞鶴3-5-25 福岡第1法務総合庁舎
☎ 092-717-5420(代)

나하 지국

〒900-0022 沖縄県那覇市樋川1-15-15 那覇第1地方合同庁舎
☎ 098-832-4185(代)

東京都西多摩郡日の出町大字平井 2780
東京都西多摩郡奥多摩町氷川 215-6
東京都西多摩郡檜原村 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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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재외국인(아시아)공관 목록
인도 대사관

http://www.indembassy-tokyo.gov.in/

필리핀 공화국 대사관

☎ 03-3262-2391

〒 102-0074

☎ 03-5562-1600

〒 106-8537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사관

http://kbritokyo.jp/ja/

브루나이 다루살람 국 대사관

http://www.bruemb.jp/

☎ 03-3441-4201

〒 141-0022

☎ 03-3447-7997

〒 141-0001

東京都千代田区九段南 2-2-11
東京都品川区東五反田 5-2-9

http://tokyo.philembassy.net/
東京都港区六本木 5-15-5
東京都品川区北品川 6-5-2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대사관

http://www.vnembassy-jp.org/ja

말레이시아 대사관

http://www.kln.gov.my/web/jpn_tokyo/home

☎ 03-3466-3311

〒 151-0062

☎ 03-3476-3840

〒 150-0036

캄보디아 왕국 대사관

http://www.cambodianembassy.jp/

미얀마 연방 대사관

http://www.myanmar-embassy-tokyo.net/

☎ 03-5412-8521

〒 107-0052

☎ 03-3441-9291

〒 140-0001

싱가포르 공화국 대사관

http://www.mfa.gov.sg/tokyo/

몰디브 공화국 대사관

http://www.maldivesembassy.jp/

☎ 03-3586-9111

〒 106-0032

☎ 03-6234-4315

〒 106-0041

東京都渋谷区元代々木町 50-11
東京都港 区赤坂 8-6-9
東京都港区六本木 5-12-3

東京都渋谷区南平台町 20-16
東京都品川区北品川 4-8-26
東京都港区麻布台 1-9-10 飯倉 IT ビル 8 階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사관

http://www.slembassyjapan.org/

몽골 대사관

http://www.tokyo.embassy.mn/

☎ 03-3440-6911

〒 108-0074

☎ 03-3469-2088

〒 150-0047

東京都港区高輪 2-1-54

東京都渋谷区神山町 21-4

타이 왕국 대사관

http://www.thaiembassy.jp/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대사관 http://www.laoembassytokyo.com/

☎ 03-5789-2433

〒 141-0021

☎ 03-5411-2291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jp-ja/index.do

☎ 03-3452-7611

〒 106-0047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http://www.china-embassy.or.jp/

☎ 03-3403-3388

〒 106-0046

東京都品川区上大崎 3-14-6

〒 106-0031

東京都港区西麻布 3-3-22

※2020년 2월 현재

東京都港区南麻布 1-2-5
東京都港区元麻布 3-4-33

네팔 연방민주공화국 대사관

http://jp.nepalembassy.gov.np/ne/

☎ 03-3713-6241

〒 153-0064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사관

http://pakistanembassytokyo.com/ja

東京都目黒区下目黒 6-20-28 福川ハウス B

☎ 03-5421-7741

〒 106-0047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대사관

http://bdembjp.mofa.gov.bd/

東京都港区南麻布 4-6-17

☎ 03-3234-5801

〒 102-0094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 3-29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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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38-0210

〒 102-0071

東京都千代田区富士見 1-8-9

도쿄 부탄왕국 명예총영사관

http://bhutan-consulate.org/

☎ 03-3295-9288

〒 101-0054

東京都千代田区神田錦町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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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일반재단법인 교리쯔국제교류장학재단
아시아 각국의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회관

<공익사업>

쯔쯔지가오카남자학생회관 2식 제공, 가구 완비, 도미토리 타입

■장학금지급사업

......【개인실】양실9.9m2
東京都調布市若葉町3-9-3
【교통】게이오선「쯔쯔지가오카역」하차 도보 15분

・일반재단법인 교리쯔국제교류장학재단 장학금 각 연도 : 15명 (합계 30명)

지급기간 : 2년간

・(주)교리쯔멘테난스 장학기금 각 연도 : 35명

지급기간 : 1년간

（버스 이용 시「이나리마에」하차 도보 1분）

매달 요금
1인실

지급금액 : 연 1만 5천엔

・장학후보생 현지(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선고회 개최

계약 시 비용 【134,050엔】

전기요금 5,000엔

(1일2식제공) +

통신설비비 500엔
(세금 별도)

입실료

55,000엔

룸 클리닝비 

15,000엔

건물유지비 (1년) 

55,000엔

첫 달 전기요금 
첫 달 통신설비비

5,500엔


550엔
공동욕실

계약 시 일시불 (1개월 요금)

기숙사비 (1일2식제공) 77,000엔/월
(전기요금, 건물유지비, 인터넷요금 포함)

■국제교류지원사업
・[일본체험콘테스트 in 대한민국] 개최 (연 1회)
・[일본어체험콘테스트 in 청두], [일본어체험콘테스트 in 호치민],

[일본어체험콘테스트 in 양곤], [일본어체험콘테스트 in 방콕],

평면도

사가미오노 학생회관

【개인실】양실 16.4m2

東林間1-15-21

【교통】오다큐선「사가미오노역」하차 도보 12분,

■장기계약 (91일 이상)

■교육사업

기숙사비

전기요금 5,000엔

(1일2식제공) +

통신설비비 500엔

■유학생 기숙사 사업
・국제교류회관 2동(쯔쯔지가오카 남자학생회관, 사가미오노 학생회관) 운영

・학습장려료 기숙사로 안전하고 양호한 주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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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료

59,000엔

룸 클리닝비 

30,000엔

건물유지비 (1년) 
첫 달 기숙사비

첫 달 통신설비비

개인실

3,000엔
67,000엔

첫 달 전기요금 

(세금 별도)

5,500엔


■단기계약 (90일 이하)

1인실

・캄보디아 씨엠립에 설립한 합병회사 Hikari－Kyoritsu International School Co., Ltd.
일본어 보급을 위한 일본어 교육 실시

계약 시 비용 【165,050엔】

매달 요금

67,000엔
<수익사업>

외관

오다큐에노시마선「히가시린칸」하차 도보 7분

1인실

오키나와 등 연 6회 정도)

2식 제공, 가구 완비
원룸 타입

神奈川県相模原市南区

[일본어체험콘테스트 in 프놈펜], [일본어체험콘테스트 in 자카르타],
[일본어체험콘테스트 in 쿠알라룸푸르]개최 (각 연 1회)
・[일본인 학생『아시아체험』콘테스트]개최 (연 1회)
・[일본인 학생『국제체험 볼런티어 지원기금』콘테스트]개최 (연 1회)
・장학생,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일본 연수회(홈스테이 프로그램) 개최(홋카이도,

개인실

3,000엔

첫 달 기숙사비


■단기계약 (90일 이하)

1인실

유학생을 위한 일본생활안내 [유학생 생활수첩] (본 책자)를 간행
・서울사무소, 해외 7개국 위탁사무소에서 일본 취업정보, 생활정보를 무상으로 제공

기숙사비
55,000엔

■생활, 학습정보 지원사업
・재단소개 책자, 정보지 [아시아문류] (연 2회), 유학생 취업정보지 [교리쯔 사쿠라],

외관

■장기계약 (91일 이상)

지급금액 : 월 6만엔

・현지지급 장학금(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각 연도 : 약 12명 정도

지급기간 : 1년간

「센가와역」하차 도보 13분

지급금액 : 월 10만엔

550엔
개인실 내 욕실

계약 시 일시불(1개월 요금)

기숙사비 (1일2식제공) 89,000엔/월
(전기요금, 건물유지비, 인터넷요금 포함)

※장기계약 입실 시 일할계산 적용

자세한 사항은 교리쯔 재단 홈페이지에서

교리쯔 재단

평면도

※건물유지비 가입은 입실 시 필수입니다.

검색

문의

※2020년 4월 이후 요금입니다.

０１２０-９５２４２３（월~금

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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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타입, 식사제공【주거】정보
【학생회관의 특징】
・관리인 부부가 상주하며 아침, 저녁 2끼 식사가 제공됩니다. (일요일, 공휴일, 다섯번째 토요일 제외)
・개인실 내에는 책상, 의자, 옷장, 책장, 침대, 화장실, 미니 주방, 스탠드, 커튼, IP전화, 에어컨, 인터넷
회선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용설비(서비스)는 식당, 대욕장(일부 회관), 세탁실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회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해주세요

『학습장려료』지원제도
안전안심

건강

학습

국제교류

관리인상주

1일2식제공

학습환경조성

일본인 학생과
유학생이
함께 생활

【외관 이미지】

【개인실 이미지】
침대
개인화장실

커튼

미니주방 옷장 책장

▼문의 전용 프리다이얼

설비 배치예시 C타입

0120-952-423

일본에서

의자
책상

삿포로권
44,000엔/월

도미 루 모토하스누마

도미 루 샤쿠지이

【공용설비 이미지】

【식사 이미지】

■ 삿포로

조식

세탁실

석식

식당

【실내 이미지】

교토권
48,000엔〜/월

센다이권
44,000엔/월
■ 센다이

간사이권
48,000엔〜/월

개인실 예시Ⅰ

◆장기계약요금표◆(유학생

■ 도쿄

교토

■
■

■ 나고야

오사카
■ 후쿠오카

큐슈권
44,000엔〜/월

개인실 예시Ⅱ

수도권
55,000엔/월
나고야권
43,000엔〜/월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kif-org.com)를 확인해주세요.
※2020년 2월 현재 기숙사 요금입니다.

용

101,200엔

기 숙 사 비 (1 달)

3,000엔

건 물 유 지 비 (1 년)
계약금

미니 주방

C타입(맨션 타입) 개인실

회관 타입
비

화장실

요금을 이용할 수 없는 회관도 있습니다.)

입 실 료

50,000엔

보 증 금

50,000엔

룸 클리닝비*

47,300엔

기

타

전기요금*

고정요금(5,500엔) / 전력회사와 직접계약

비

용

통신설비비*

3,960엔

※학생회관에 따라 가수, 수도를 각 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표에서 *표시 항목은 소비세 포함 표시입니다. (2019년 10월 현재 10%)
※상기 요금은 2020년 시행예정 요금입니다.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아래 (주)교리쯔멘테난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교리쯔멘테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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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81-3-5295-7889 FAX:+81-3-5295-5906
Email : int@gakuseikaikan.com
URL : www.gakuseikaikan.com

에어컨

일반재단법인 교리쯔국제교류장학재단

교리쯔멘테난스 학생회관 이용자 수
■입관자학교별 리스트 (유학생)
대

학

인

2019년 10월 1일 현재

원

455

와세다대학

대

학

인

원

6

칸다외어대학

전문학교 · 일본어학교

인

원

다이토분카대학

6

히코 · 미즈노주얼리칼리지

8

52

동경전기대학

6

동경디자인전문학교

8

타마미술대학

29

동경공예대학

6

H A L동경

5

게이오기주쿠대학

25

세이케이대학

5

일본과자전문학교

4

죠치대학

22

동경조형대학

5

전문학교ESP엔터테인먼트동경

3

오비린대학

20

쇼비가쿠엔대학

3

전문학교동경디자이너학원

3

니쇼가쿠샤대학

20

센조쿠학원음악대학

3

동경제과학교

3

디지털할리우드대학

18

동경공업대학

3

동방학원음향전문학교

3

토요대학

18

무사시노미술대학

3

타마대학 타마캠퍼스

16

메이카이대학

3

동경대학

16

테이쿄대학 하치오지캠퍼스

2

기타 일본어학교

31

아세아대학

13

상기 이외

10

동경국제대학

2

릿쿄대학

8

공학원대학

2

츄오대학 타마캠퍼스

7

기타 대학

동경이과대학

7

동경도시대학

7

21

기타 전문학교

235

전문학교 계

유시마
성당

칸다묘진시타

15

히지리바시

955

칸다방면
츄오·소부선
JR선·마루노우치선「오차노미즈」역 하차 도보 5분
치요다선「신오차노미즈」역 하차 도보 5분
긴자선「스에히로초」역 하차 도보 7분

해외 사무소 안내

1,231

총 계

청두 오하라 일본어학교
(청두 위탁사무소)
중국

■유학생 국가별 리스트

2019년 10월 1일 현재

적

인원

국

인수

국

적

인원

DONG DU JAPANESE LANGUAGE SCHOOL
(호치민 위탁사무소)
VIETNAM

인원

국

중국

399

네덜란드

6

벨기에

2

티베트

1

한국

273

캐나다

6

미얀마

2

칠레

1

대만

73

말레이시아

5

아랍에미리트

1

뉴질랜드

1

미국

37

호주

4

아르헨티나

1

헝가리

1

태국

26

스웨덴

4

앙고라

1

불가리아

1

홍콩

19

터키

4

이스라엘

1

베네수엘라

1

베트남

18

필리핀

4

이란

1

라오스

1

이탈리아

13

멕시코

4

오스트리아

1

북한

1

프랑스

12

인도

3

카보베르데

1

기타 (불명)

인도네시아

10

폴란드

3

카자흐스탄

1

독일

10

러시아

3

캄보디아

1

덴마크

8

이집트

2

조지아

1

C
O
A
C
H
(자카르타 위탁사무소)

싱가폴

7

스리랑카

2

스위스

1

INDONESIA

스페인

7

브라질

2

솔로몬제도

1

영국

6

브룬디

2

체코

1

※입실생 국적 리스트 (수도권에 한함)
※그 외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 거주 등으로 국적분류가 어려운 학생 등

적

만세이바시
칸다가와

JR오차노미즈역

치요다선
신오차노미즈역

서 울 사 무 소

※상기 이외에 700실 이상 법인계약

적

카

대한민국
대학 계

JR아키하바라역

유시마자

부>

〒101-0021
도쿄도 치요다구 소토칸다 2-18-3
제2쇼와빌딩4층
TEL：03-5295-0205
FAX：03-5295-0206
URL：www.kif-org.com

41

기타 학교 계

※개인계약 입실생 재적학교 (수도권에 한함)

국

은행
츠마코이자카

구 사무소
패밀리마트

동경의과치과
대학 부속병원
마루노우치선
오차노미즈역

<본

미츠비시UFJ

칸다묘진

혼고도오 제2쇼와빌딩
리

긴자선
스에히로초역

츄오도오리

152

호세이대학

소바집

교리쯔국제교류장학재단

스이도바시방면

메이지대학

패밀리마트 키타다니식당
쿠라마에바시도오리

시미즈사카시타

177

문화복장학원

234

MOMIJI Japanese Language Center
(양곤 위탁사무소)
MYANMAR

J-Study Center by Lai Brothers Corporation
(방콕 위탁사무소)
THAILAND

K H J G R O U P
(프놈펜 위탁사무소)
CAMBODIA

총 계

1,231

A To Z Language Centre SDN BHD
(쿠알라룸푸르 위탁사무소)
MALAYSIA

〒100-191 서울특별시 을지로 16 백남빌딩 804호
TEL：02-757-2343
FAX：02-775-9997
（URL） www.kyoritsu.or.kr
〒610-000 四川省成都市青羊区西御街8号西御大厦4楼
TEL：028-8613-4443
43D/46 Ho Van Hue, P. 9, Q. Phu Nhuan, TP. HCM
TEL：028-3845-3782
（URL） www.dongdu.edu.vn
No.15/17 3rd Floor Rm Insein Rd, Hledan Kamayut Township, Yangon
TEL：09450-614644 / 614650
（URL） momijimyanmar.wixsite.com/website
77/110 Rajthevi Tower, 12th Floor, Phayathai Rd., Rajthevi, Bangkok 10400
TEL：02-255-9681
FAX：02-255-9680
（URL） www.kif-thai.com
No.101c, St.36sony, SangkatTekThla, KhanSenSok, PhnomPenh
TEL:077-777-604
（URL） www.kif-cam.com
Jl.Percetakan Negara 2 Makam No.11, Jakarta Pusat 10560
TEL・FAX：021-4222453
（URL） www.kyoritsu.or.id
70B Jalan SS21/62 47400 Damansara Utama Petaling Jaya Selangor
TEL：03-7728-4662
（URL） atozlangu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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