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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MINATO 생활 정보'에 관한 문의:

03-3578-2046,2524지역진흥과 국제화추진계(구청 3층 304번 창구)

미나토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No.2 구청의 수속과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http://www.city.minato.tokyo.jp【일본어, 영어 , 중국어 , 한국어】

외국인분들이 미나토구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또한 편리하고 즐겁게 생활·근무·공부하기 
위해 도움되는 정보를 모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여 
미나토구에서의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거주하기 1-1

구청의 수속과 서비스 2-1

일상생활 3-1

재해 준비와 재해 시 행동 4-1

질병 시·질병 예방 5-1

육아 6-1

아동 교육 7-1

일하기 8-1

상담하기 9-1

목차
1

2

4

5

6

7

8

９

3

도움이 되는
MINATO 생활정보
도움이 되는
MINATO 생활정보



목차-2

03-5472-3710

미나토 콜

미나토구의 행정 서비스·시설·이벤트 등을 안내 접수시간: 매일 오전 7
시~오후 11시(연중무휴) 【일본어, 영어】

※미나토구 홈페이지에서 문의 가능

03-3578-3111미나토 구시바코엔 1-5-25 미나토 구청 본청사 1 층 , 2 층

시바지구 종합지소

03-3578-2111

미나토구청 본청사

미나토 구시바코엔 1-5-25

（JR 하마마츠쵸역 북쪽 출구에서도보 10 분 . 
지하철미타선 오나리몬역 A2 출구에서 도보 5 분 .
지하철 아사쿠사선 , 오오에도선다이몬역 A6 출구에서 도보 5 분 . ）

03-3583-4151

아자부지구 종합지소

미나토 구롯폰기 5-16-45

（지하철 히비야선 , 오오에도
선 롯폰기역 3 번 출구에서 도보 7 분 .지하철 오오에도선 , 난보쿠선 아자부쥬반역 7 번 출구에서 도보 10 분 .）

03-5413-7011

아카사카지구 종합지소

미나토 구아카사카 4-18-13

（지하철 긴자선 , 마루노우치선아카사카미츠케역 A 출구에서 도보 8 분 .지하철 긴자선 , 한조몬선 , 
오오에도선 아오야마 1 쵸메역 4 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03-5421-7611

타카나와지구 종합지소

미나토 구타카나와 1-16-25

（지하철 난보쿠선 , 미타선 시로카네타카나와역 1 번 출구에서 도보 1 분 .）

03-3456-4151

시바우라 코난지구 종합지소

미나토 구시바우라 1-16-1

（JR 타마치역 시바우라 출구에서 도보 5 분 . 도영 지하철 미타역A6 출구에서 도보 6 분 .）

03-5500-2351（구민과 창구서비스계）

시바우라 코난지구 종합지소 다이바 분실

미나토 구다이바 1-5-1

（‘유리카모메’ 오다이바 카이힌 코엔역에서 도보 1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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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접수

국제화 추진계의 일

03-3578-2046,2524

도움이 되는 MINATO 생활 정보에 기재된 정보에 관한 주의 사항

월요일~금요일(공휴일 및 12월 29일~1월 3일은 제외)국제화추진계에서는 미나토구의 국제화 및 
다문화 공생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음과 같은 서비스도 있으니 꼭 활용해 
주십시오. 이 밖의 서비스 및 질문에 관해서도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추진계에서는 미나토구의 국제화 및 다문화 공생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음과 같은 서비스도 있으니 꼭 활용해 주십시오. 이 밖의 서비스 및 질문에 관해서도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nato Information Mail(MIM)은 월 2회, 미나토구의 이벤트 및 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미나토구 홈페이지 국제화추진계 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어·중국어·한글·쉬운 일본어】

※소개된 시설·창구에 특별히 기재된 바가 없을 때는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또한, 문의 시 특별히 
기재된 바가 없을 때는 일본어로 질문해 주십시오. 

※게재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청과 전화 연결을 통해 행정 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일본어, 영어】
오후 12:00~1:00를 제외한 창구 접수시간

국제화추진계 페이스북입니다. 미나토구의 이벤트 및 도움이 되는 정보를 게재합니다. 화재 시에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어, 쉬운 일본어】
https://m.facebook.com/city.minato.mib/

외국인 상담

Minato Information Board

M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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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카드를 발급받는다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외국에서 입국할 때, 입국관리국이 발행하는 '체류카드'를 
받습니다. 이 카드는 항상 소지해 주십시오.

살 곳을 찾는다

살고 싶은 지역에 있는 부동산 회사를 찾아가 집, 집세 등의 조건을 상담한 뒤 집을 임대합니다. 
임대 수속은 까다로운 부분이 많으므로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과 함께 상담하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할 때는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계약을 해약한다는 사실을 이사 1개월 전까지 부동산 
회사에 알립니다. 큰 짐이 있을 때는 짐을 운반할 
이사업체를 찾아 주십시오.

전기·가스·수도를 계약한다

이 사 할  때 는  현 재  사 용  중 인  전 기·가 스·수 도 를  
해약하고 새로운 집 주소로 다시 계약합니다. 미리 
전기·가스·수도 회사에 전화 등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인터넷에서 정보를 조사하거나 친구에게 물어봅시다. 
전기·가스·수도 외에도 계약한 것(신용카드, 은행)이 
있으면 해당 업체에 주소가 바뀌었음을 알리십시오.

이사할 때의 주의점 및 생활에 필요한 전기·가스·수도 등의 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 수속도 진행해 주십시오.

1 일본에서 거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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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를 만든다

휴대전화를 개통한다

주민등록을 한다

아파트 거주 시 주의할 점

일본에서 아파트에 거주할 때는, 방을 더럽히지 않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는 등의 매너 및 쓰레기 
배출 규칙이 있습니다. 부동산 회사나 일본인 친구에게 물어보고, 주의하도록 합시다.

처음 은행계좌를 만들 때는 거주하는 지역이나 재학 중인 학교, 
재직 중인 회사 근처 은행에서 상담합니다. 우체국의 유초 
은행에서도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세이 은행과 세븐 
은행은 영어로 상담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은행은 영어 상담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한 
뒤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ATM은 편의점이나 대형 빌딩 등에 있는데 외국에서 만든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신용카드 및 
외국 은행 카드로 외국 화폐를 일본 엔화로 환전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휴대전화 회사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확인해 주십시오. 큰 가전제품 판매점 및 휴대전화 
매장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집 주소에 해당하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수속을 완료해 주십시오. 
이를 주민등록이라고 합니다. No.2 '구청의 수속과 서비스'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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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 종합 지소

주민등록에 관하여

미나토구에는 미나토구청 본청사 외에 5개의 지구 종합지소(시바, 아자부, 아카사카, 타카나와, 
시바우라 코난)와 다이바 분실( 分 室 )이 있어 본인의 집과 가까운 종합 지소 및 분실에서 다양한 
수속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에 종합 지소 등의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미나토구에 살게 되면 지구 종합지소 및 분실에서 주민등록을 
합니다. 주민등록이 없으면 구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물미나토구청(지소)에 방문할 때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경우
[14일 이내에 수속]

해외에서 온 경우[14일 이내]

가족 전원의 체류카드, 마이 넘버 카드, 또는 마이넘버 통지 
카드 및 지금까지 거주한 구나 시에서 받은 전출증명서

가족 전원의 여권 및 체류카드,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미나토구 내에서 이사한 경우
[14일 이내]

가족 전원의 체류카드 및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증

출산한 경우[14일 이내]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모자건강수첩, 
건강보험증, 체류카드

결혼한 경우 여권, 체류카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임신한 경우 여권, 체류카드

가족이 사망한 경우[7일 이내]
의사의 증명을 받은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체류카드, 연금 
수첩, 가입자는 국민 건강보험증

미나토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이사 2주일 전]

체류카드, 가입자는 국민 건강 보험증

2 구청의 수속과 서비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수속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결혼 및 출산한 경우에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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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1월 1일에 미나토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그해 6월, 미나토구에서 1년간의 주민세를 미나토구에 
납부해야 한다는 납부서를 발송합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수입에 따라(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게, 
적은 사람은 적게) 금액이 결정됩니다.
회사 등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매년 2~3월에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전년도 수입을 
보고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세금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을 할 때 지구 종합지소 또는 분실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주민등록을 한 전년도 수입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결정되며 미나토구에서 납부서를 발송합니다.

문의 세무과　　　03-3578-2111 (미나토구 대표)

문의 국보연금과 자격계　　　03-3578-2111 (미나토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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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연금과 국민연금계　　　03-3578-2111 (미나토구 대표)

국민연금(참고: No.3 '일상생활')

이 밖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회사의 '후생연금' 등에 가입하지 않은 20세 이상인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59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후생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기준 이하인 사람은 
수속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어떠한 연금도 받지 않은 채 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탈퇴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생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종합지소, 또는 분실에 문의바랍니다.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미나토 
콜'(03-5472-3710)에서도 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속]

[신청]

[서비스]

문의

애완동물 등록, 오토바이 양도 및 세금 납부 등

구립 유치원, 초·중학교, 보육원의 입소 및 입학, 마이 넘버 카드 취득 등

소아·어린이 의료증, 아동수당, 증명서, 각종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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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쓰레기 버리기

세금

외국인 주민도 소득세, 소비세,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주민세에 관해서는 No.2 '구청의 수속과 
서비스'를 확인해 주십시오.

건강보험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모두 구 및 시의 '국민건강보험' 또는 근무하는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여행 보험이나 임의 의료 보험 
가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의 
가족으로서 수입이 기준 이하인 경우는 그 회사의 보험에 들 수 있지만, 그 
가족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 민 건 강 보 험  또 는  회 사 의  건 강 보 험 에  가 입 되 어  있 는  경 우 ,  
의료기관에서는 보통 치료비의 30%를 부담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관해서는 No.2 '구청의 수속과 서비스'를 확인해 주십시오.

연금

연금은 안정된 노후 생활 및 장애나 사망 시에 급부금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이 있는 
20세~59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회사의 '후생연금' 또는 국가제도인 '국민연금' 중 하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후생연금'에 관해서는 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No.2 '구청의 수속과 서비스'를 확인해 주십시오.

일상생활을 할 때 알아 두면 좋은 정보와 규칙을 안내합니다.

가정용 쓰레기를 버릴 때는 쓰레기를 '가연성'이나 '재활용' 등으로 분리한 뒤 지정된 요일·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 주십시오. 미나토구의 쓰레기 분리배출 종류와 배출 요일·시간은 미나토구 
홈페이지 또는 미나토구에서 제작한 책자를 확인해 주십시오.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및 대형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 관해서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규칙을 지켜 주십시오.

3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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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교통기관과 규칙

도쿄 부근은 JR, 사철 각 사 및 도쿄 도에서 운영하는 전철, 
버스, 지하철 그리고 구나 시 등의 커뮤니티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승차권 구입방법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각 교통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운행시간 
및 운행지역은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내 매너 및 교통규칙을 지키며 이용해 주십시오.

자전거

125CC이하의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구청에 등록하여 번호판을 받습니다. 오토바이를 폐차할 
때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에 문의해 주십시오. 교통규칙을 지키며 탑시다.

국제면허증을 소지하면 1년간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예외도 있습니다). 외국 면허를 일본 
면허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 경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방범 등록을 해 주십시오. 등록하지 
않으면 경찰에게 주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보관할 때는 자전거 보관소에 
주차하십시오.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지 않으면 '방치 자전거'로 간주하여 구나 시에서 보관됩니다. 
자전거는 교통규칙을 지키며 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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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학습

경찰과 소방

● 범죄 및 사고: 110(24시간 접수. 다언어 대응)
● 화재: 119(24시간 접수. 다언어대응. 처음에 '불이 났습니다'라고 말한 뒤 이어서 장소, 주소, 

본인 이름 및 전화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 구급차: 119 (24시간 접수. 영어, 중국어, 한국어 대응. 처음에 “구급입니다”라고 말 해 

주십시오. 질병일 때는 No. 5 '질병 시·질병 예방'을 확인해 주십시오)
● 경시청 생활안전 상담센터(외국인 전용): 03-3503-8484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오후 5:15)

미나토구 국제교류협회(Minato Internat ional  Associat ion,  약칭 MIA) 및 다양한 
자 원 봉 사 단 체 가  일 본 어  교 실 을  운 영 하 고  있 습 니 다 .  M I A  홈 페 이 지
(http://www.minato-intl-assn.gr.jp)에서 MIA의 일본어 교실 안내 및 기타 자원봉사 단체의 
일본어 교실 목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강좌 일시, 장소, 비용은 각기 다르므로 직접 각 단체로 
연락해 주십시오.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질병 및 사고, 재해, 곤란한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친구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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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대비할 것

홍수, 침수, 토사 붕괴, 해일 위험이 있을 때

❶ 전기·가스·수도 등이 멈춰도 건물 피해가 적을 때는 자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1주일분 정도의 
비상식과 물, 손전등, 간이 화장실 등을 준비한다.

❷ 피난 시에 가져갈 귀중품(현금, 카드, 여권, ID, 카드, 휴대전화 등) 및 생필품(복용 중인 약,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한다.

❸ 지진 시에 넘어지지 않도록 실내 및 실외에 비치된 가구 등을 고정한다.
❹ 가족이 다 같이 비상시 연락 방법 및 집합 장소를 결정한다.
❺ 지진이나 홍수 등 재해 종류에 따라 피난하는 장소가 달라지므로 피난 장소를 확인하여 해당 

장소까지 직접 걸어가 본다.
❻ 강이나 절벽 등 재해가 발생하면 위험한 곳을 확인해 둔다.
❼ 재해 시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조사해 둔다. 구 및 도쿄도, 정부, 자국 대사관, 기상청 등 

정보를 얻는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❽ 옆집이나 근처에 거주하는 이웃과 교류한다. 평소에 인사하며 얼굴을 익혀 두면 곤란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❶ 강우량과 태풍 진로·강도 등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확인한다.
❷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외출하지 않는다. 위험한 곳(강 근처, 절벽 근처 등)

에 가지 않는다. 실외에 둔 바람에 날아갈 만한 물건은 실내로 들여놓는다.
❸ 구 홈페이지와 거리의 방송에서 '주의보', '경보' 등의 정보나 지시가 내려지기 전에 피난 준비를 

해 둔다. 구에서 피난 지시가 내려진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가지고 피난 장소로 
대피한다. 단, 홍수 등으로 밖에 나가기가 위험할 때는 실내의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일본의 재해·도쿄의 재해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는 폭설이나 한파가 원인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적지만, 폭우나 태풍으로 발생하는 홍수·침수, 토사 붕괴, 지진, 쓰나미에 따른 
피해에는 대비해야 합니다. 재해와 관련된 일본어도 기억해 두십시오.

4 재해 준비와 재해 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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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했을 때

❶ 먼저 자신의 몸(특히 머리 주변)을 지킨다.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테이블 등이 있으면 그 아래로 
들어가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다치지 않도록 한다.

❷ 실내에 있을 때는 당황하여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는다. 가스레인지나 난방기구 등의 불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불 옆에서 떨어진다. 흔들림이 멈추면 불을 끈다.

❸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❹ 자택 이외의 장소에 있을 때는 해당 장소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리자가 없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한다.

자택에서 지낼 수 없을 때, 식료품이 없을 때

구가 지정한 피난소에서 일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 많은 사람이 생활하므로 집에서 지낼 
수 있을 때는 그대로 자택에서 생활해 주십시오. 자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식료품과 물 등이 
필요할 때는 피난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시 도움 되는 정보

● 미나토구: 방재 정보 메일, 트위터 및 페이스북, 미나토구 방재 앱이 있습니다. 미나토구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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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 일기예보, 기상에 관한 경보·주의보, 지진 및 쓰나미 등의 정보
http://www.jma.go.jp/jma/index.html

● 도쿄도 방재: Twitter 알림 설정, 안부 정보 검색, 라이프 라인 정보, 각종 통신사 등이 제공하는 
재해용 음성사서함 등

http://www.bousai.metro.tokyo.jp/index.html

● 도쿄 소방청: 　  http://www.tfd.metro.toky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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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찾는다

진료시간

일반적으로 평일은 오전과 오후, 토요일은 오전에만 진료합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입니다.

예약

예약제가 아닌 곳이 많고 대기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단, 치과는 예약제가 일반적입니다.

소지품

건강보험증, 영유아 의료증 또는 어린이 의료증(중학생 이하), 현금을 준비합니다. 본인이 
결제하는 금액은 통상 진찰료의 30%입니다. 신용카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정의(홈 닥터) 제도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직접 어느 진료과에 갈지를 결정해 
의료기관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크게 규모가 큰 '병원'과 규모가 작고 진료과목이 적은 
'의원'으로 나뉩니다. 우선은 '의원'을 찾아가고, 전문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옮깁니다. 처음부터 '병원'에 가면 수천 엔의 진찰료가 부과되거나 진찰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5 질병 시·질병 예방

몸 상태가 나쁠 때나 질병에 걸렸을 때 가는 병원을 찾을 경우 참고해 주십시오. 질병 예방에 
관해서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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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외국어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제도에 관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No.9 '상담하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도쿄도 보건의료정보센터　외국인　상담

　  03-5285-8181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스페인어
매일　오전9:00 ∼오후8:00

외국어 대응 의료기관

진찰 순서

약을 구입한다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관원 근처에 있는 '조제약국( 調剤
薬 局 )'이라 적힌 약국에서 약을 구입합니다. 처방전은 
며 칠 간 만  유 효 합 니 다 .  일 반 적 으 로  약 값 도  보 험 이  
적용되므로 약국에서도 보험증을 제시합니다. 약사가 약 
복용법을 설명합니다. 약국에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두통약, 감기약, 위장약도 있습니다.

1. 접수 시 보험증을 제시합니다. '문진표'에 개인정보, 증상, 병력, 알레르기 유무 등을 기재합니다.

2.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이름이 불리면 진찰실에 들어갑니다.

3. 진찰이 끝나면 다시 대기실로 돌아와, 이름이 불리면 진찰료를 지불합니다. 보험증을 돌려받고 
'진찰권'이라고 불리는 카드를 받습니다. 다음 방문 시 접수처에 이 카드를 제시합니다.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처방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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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수첩

구급차를 부른다

평일 야간 소아 구급진료

'미나토 어린이 구급진료실'(아이이쿠 병원 1층, 미나토구 시바우라 1-16-10 03-6453-7302)에서 
월~금(공휴일 이외) 오후7:00~오후10:00(접수는 오후9:30까지)에 진료합니다.

건강진단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종업원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그 이외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구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 안내를 발송합니다. 검진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나토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암 검진·치과 검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자에게 안내를 발송합니다. 검진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나토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기록하는 수첩입니다.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약 이름이 쓰여 있는 스티커를 약국 담당자가 붙입니다. 다음에 조제약국에 갈 
때 지참하십시오.

'119'에 전화합니다. 통화료는 무료이며 24시간　다언어로도 대응합니다. 구급차 이용은 
무료이지만, 병세가 무거운 질병이나 심각한 상처 등 긴급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도 될지 망설여진다면 '#7119' 또는 03-3212-2323(구급상담센터)으로 전화하여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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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확인한다

임신 검사약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장소를 정한다

모자건강수첩을 받는다

'모자건강수첩'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기록하는 수첩으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임신이 확인되면 종합지소에서 임신 신고를 한 뒤 모자건강수첩을 받습니다. 
수첩과 함께 무료 검진권 14장과 초음파검사 수진권 2장, 산전산후 서비스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및 예방접종을 받을 때는 수첩을 항상 지참해 주십시오.

임신 중 검진

일반적으로 23주까지는 4주에 1회, 36주 무렵까지는 2주에 1회, 그 후에는 주 1회 검진을 
받습니다. 무료 검진권을 사용해도 검진 비용 전액이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불할 요금이 
있을 수 있으니 걱정될 때는 검진 전에 의원이나 병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준비해 둡시다. 부모를 위한 서비스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건강 검진만 하고 출산은 불가능한 클리닉도 있습니다. 출산 예약이 금세 마감되는 
의료기관병원도 있으니 서둘러 찾으십시오. 영어가 가능한 의사나 여의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른 시일 안에 찾아 주십시오. 입원실은 1인실과 다인실이 있습니다. 입원 중 식사에 관해 
특별히 희망하는 것이 있을 때는 상담하십시오.

6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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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

출산비용으로 곤란한 경우

기준 이하의 소득세대를 대상으로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정된 의료기관병원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어머니교실·부모교실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출산 예정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실과 미나토구에서 시행하는 교실이 있습니다.

워킹맘을 위한 서비스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은 법률에서 정한 취업제한이 있으며 휴업할 수 있는 기간에는 공적 
소득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제출한다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를 받아 필요사항을 
기재한 뒤 모자건강수첩을 지참하고 생후 14일 이내에 지구 종합지소에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생후 30일 이내에 체류자격 취득수속을 해야만 합니다. 조속히 대사관에서의 수속 및 체류자격 
절차를 조사해 두십시오.

산후검진

출산한 시설에서 산후 1개월째에 어머니와 아이가 검진을 받습니다. 그 후 아이의 검진은 지정된 
소아과에서 받습니다. 보건사가 자택을 방문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연분만은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비용은 시설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출산 예약 
시 문의해 두십시오. 국민건강보험이나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출산육아일시금으로 42만 
엔이 보험에서 지불됩니다. 대부분 시설에서는 이 42만 엔을 공제한 차액만 출산한 본인이 
부담합니다. 출산육아일시금 이외에 미나토구에서도 출산을 지원합니다(한도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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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지정된 백신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안내를 발송합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합니다.

아동수당

어린이 의료비 지원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된 중학생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의 자기부담분을 지원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무료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일정 소득 이하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 지소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유아원

업무 등의 이유로 보육이 필요한 생후 57일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돌봅니다. 
보육료는 대부분 어린이 연령과 보호자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소 신청이 가능한 조건 및 
신청방법이 매우 복잡하며 입소 희망자가 많으므로 서둘러 가장 가까운 종합 지소에 상담하십시오. 
신청은 일 년 내내 가능하지만 연도가 시작되는 4월 입소는 12월 무렵에 신청합니다. 

일시보육

민간 베이비시터 파견회사는 많습니다. 비용은 고액이지만 유연하게 대응해 줍니다. 미나토구에서 
시행하는 일시보육 및 보육자를 파견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나토 육아 핸드북 
'민나토 KIDS'를 확인해 주십시오. 미나토구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생까지의 자녀가 있는 세대에 지급됩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한 명당, 한달에 1만5000엔이 지급됩니다.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는 1만엔이 지급 되지만, 세번째이후의 자녀는 한달에 1만5000엔이 지급됩니다. 
중학생은 일률적으로 한달에 1만엔 입니다. 소득 제한을 초과하는 세대는 한달에 한 명당 
일률적으로 5000엔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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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육제도

학교를 선택한다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공립 초·중학교는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다닐 수 있습니다. 학구가 있어 주소에 따라 입학할 
학교가 결정되지만 공석이 있을 때는 다른 학구의 학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혼자 
걸어서 통학합니다.

유치원 3(또는 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단기대학 2년 또는 대학교 4
년입니다.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입니다. 국립, 도립, 구립, 사립이 있습니다. 학년은 4월에 
시작하여 3월에 끝납니다. 초·중학교는 연령에 따라 학년이 결정됩니다. 의무교육 기간은 
일반적으로 월반이나 유급이 없습니다.

미나토구 및 주변에는 인터내셔널스쿨, 각국의 민족학교, 공립·사립학교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체류기간 및 교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어느 학교에 입학할지를 
결정하십시오. 외국인도 공립 초·중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구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주소와 관계없이 다닐 수 있고, 종교 
교육 등 특색 있는 교육을 시행합니다. 구립·사립 모두 매월 수업료를 지불합니다. 사립 유치원의 
입학금 및 월 수업료는 고액이지만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은 구립 
유치원과 거의 같습니다.

7 아동 교육

일본의 교육제도 및 학교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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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입학 수속

학비

일본어 학습

국제학급(English Support Course)

취학 원조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

보호자와 아동의 여권 및 체류카드를 지참하고 미나토구청 7층 학무과로 와 주십시오. 학교에서 
면담한 뒤 통학을 시작합니다.

수업료와 교과서는 무료입니다. 급식, 실내화, 체육복, 부교재, 공작 및 서예 시 사용하는 도구, 
소풍 등의 비용은 직접 지불합니다. 지불은 학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

일본어 학습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코가이 초등학교(니시 아자부 3-11-16), 아자부 초등학교
(아자부다이1-5-15), 롯폰기 중학교(롯폰기6-8-16)에 일본어 학급이 있습니다. 다른 초·중등학교 
아동과 학생도 다닐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보호자가 통학을 함께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일본어학급에 다닐지는 소속된 학교와 상담하여 결정합니다. 일본어 선생님을 파견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급식비와 학용품 등 학교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 학무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를 쉴 때, 또는 지각할 때는 반드시 연락합니다. 각 학기당 1~2회의 수업 참관 및 보호자모임
(담임선생님과 보호자가 모여 상담)과 개인면담(담임선생님과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상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학급입니다. 영어능력 
테스트에 합격해야 합니다. 히가시마치 초등학교(미나미 아자부 1-8-11)와 난잔 초등학교(모토 
아자부3-8-15)에 있습니다. 외국 국적만 가진 아동이 대상이며, 일본을 포함한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구 외에 거주하는 아동은 학급에 공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어와 산수는 영어로 수업하고, 다른 교과 수업은 국제학급 강사(English Support 
Teacher)와 함께 일본인 아동과 같은 수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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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인정 NPO 법인 다문화 공생　센터　도쿄
아라카와 본교  　 03-6807-7933 (일본어, 영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스기나미교　　　　 　 03-6915-0200 (일본어, 스페인어)

입학시험

외국인 학생 대상 입시

중학교를 졸업한 뒤 거의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국립, 도립, 사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아니며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통신제 및 정시제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1~2월에 시행합니다. 입시제도가 복잡하므로 중학교에 들어가면 일찌감치 학교 설명회나 
견학회에 참가해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중학교 성적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입학시험 준비를 위해 학교 이외의 학원이나 가정교사, 통신교육으로 공부하므로 비용이 
소요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에 온 학생은 지원단체에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

도립 고등학교 중에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특별입시를 시행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한 
기간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교육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학비

공립, 사립 모두 수업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에 따라
(국가 또는 도쿄도 등에서) 다양한 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No.9 '상담하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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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일

일 소개 및 상담 가능한 곳

http://tokyo-foreigner.jsite.mhlw.go.jp
월~금요일 오전 10:00~오후 6:00
 (영어ㆍ중국어 통역은 사전 전화 예약)

신주쿠구 니시 신주쿠 2-1-1 오다큐 다이이치세이메이 빌딩 21층  전화　    　　　　　　　  　

　  03-5339-8625

유학생 및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의 체류 자격(‘기술ㆍ인문 지식ㆍ국제 업무’, ‘기능’ 등)을 
갖추고 구직 활동을 하는 분에게 구인 정보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세미나를 소개,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 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류 자격을 확인합시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자격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격에서는 지정된 직종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체류’, ‘유학’ 자격을 갖춘 분은 입국 관리국에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취득하면 지정된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입국 관리국, 
가까운 외국인 상담 창구, 헬로 워크 신주쿠(다음 단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에 문의해 주십시오.

도쿄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8 일일하기

일자리를 찾을 때나 일을 할 때 도움 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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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결정되면

노동에 관한 법률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에 
대비하여 고용ㆍ노동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읍시다.

급여에 대해

회사의 급여에서 다양한 항목이 공제됩니다. 주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주민세(도쿄도와 미나토구에 납부하는 세금)
● 건강보험료(병원 등 진료비의 70%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 개호보험료(40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하는 개호보험의 보험료)
● 후생연금보험료(노후 및 장애를 가졌을 때 받는 급부금을 위한 보험)
● 고용보험료(직업을 잃었을 때에 돈을 받기 위한 보험)

궁금한 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서 문의해 주십시오. 급여 명세서는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 
둡시다.

월~금요일 오전 8:30~오후 5:15
 (영어ㆍ중국어 통역이 있습니다)

신주쿠구 가부키초 2-42-10 헬로 워크 신주쿠(가부키초　청사 1층)

　  03-3204-8609

‘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자격을 갖춘 분의 구직 
활동과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하는 유학생의 구직 상담 및 소개를 합니다. 체류 자격 변경 등 
입국 관리국 수속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신주쿠 외국인 고용 지원ㆍ지도 센터(헬로 워크 신주쿠)

월~금요일 오전 8:30~오후 5:15
미나토구 시바 5-35-3

　  03-5419-8609

통역은 없습니다. 일본인 구직자들이 가는 미나토구 내의 직업 소개소입니다.

헬로 워크 시나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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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할 때의 상담

언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요일

월~금

화ㆍ목ㆍ금

화ㆍ수

수ㆍ금

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전화 번호

　　0570-001701

　　0570-001702

　　0570-001703

　　0570-001704

　　0570-001705

　　0570-001706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싶은 경우에도 먼저 전화해 주십시오. 또한 
사전에 신청하면 일시를 지정하여 사무소에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태국어, 페르시아어 
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

영어

중국어

요일

화

월~금

화ㆍ수ㆍ목

시간

오후 2시
~

오후 4시

전화 번호

　03-3495-6110

　03-3265-6110

장소

지요다구 이이다바시 3-10-3
도쿄 시고토(일) 센터 9F

시나가와구 오오사키 1-11-1
게이트 시티 오오사키 웨스트 타워 2F

오오사키 사무소

이이다바시 사무소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다이얼【전화 상담】

도쿄도 노동상담정보센터　외국인 노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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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영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요일

월ㆍ목ㆍ금

화ㆍ목

화ㆍ수

수ㆍ금

시간

오전 10시
~

12시,
오후 1시

~
4시

전화 번호

　03-3512-1612

주소

지요다구 구단미나미 1-2-1 
구단 제3 합동 청사 13층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도쿄 노동국　외국인 노동자 상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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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담

03-5320-7744 월~금

수03-5320-7700

일상생활이나 업무로 곤란할 때 상담할 수 있는 창구 및 단체에 관한 정보입니다.

03-3578-2046
03-3578-2524

03-5472-3710

미나토구 외국인 상담
(예약 불필요. 구청 내에서도 통역 가능)

월~금　오전9:00 ~ 오후12:00, 오후1:00 ~ 오후5:00영어

의료

03-5285-8181도쿄도 보건의료정보센터　외국인　상담

체류 자격

0570-013904
03-5796-7112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월~금　오전8:30 ~ 오후5:15 대응 언어는 문의

03-3202-5535
03-5155-4039

외국인 종합상담지원센터
(체류 자격 상담도 가능)

미나토 콜
(미나토구 시설, 서비스 안내)

매일　오전7:00 ~ 오후11:00영어

03-6440-0233미나토구 국제교류협회 (예약제)

월~토(예약은 월~금)　오전9:00 ~ 오후5:00

영어 중국어 한국어 기타

영어ㆍ중국어는 월~금(둘째ㆍ넷째 수요일은 휴무)　오전9:00~오후4:00

기타 언어는 반드시 문의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벵골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매일　오전9:00 ~ 오후8:00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스페인어

도쿄도 외국인 상담

오전9:30 ~ 오후12:00, 오후1:00 ~ 오후5:00

영어 화ㆍ금03-5320-7766중국어

한국어

９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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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에 따라 다언어 통역 파견 실시)

(내선 2726~2729)

노동

03-3512-1612도쿄 노동국 외국인 노동자 상담 코너

오전10:00 ~ 오후12:00, 오후1:00 ~ 오후4:00

영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03-6807-7937다문화 공생 센터 도쿄　아라카와 본교

화~금　오전9:00 ~ 오후6:00,  토　오전10:00 ~ 오후7:00

영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교육

03-3578-2111미나토구 교육 위원회
(미나토 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문의)

월~금　오전8:30 ~ 오후5:00일본어

03-6915-0200다문화 공생 센터 도쿄 스기나미교
월~금　오전9:00 ~ 오후6:00스페인어

03-6331-4881IWC 국제 시민의 모임
월~토　오전10:00 ~ 오후5:00  대응 언어는 문의

03-3265-6110도쿄도 노동상담정보센터 외국인 노동 상담 이이다바시 사무소

월~금　오후2:00 ~ 오후4:00

영어 중국어

0570-001701 월~금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용상담 다이얼

오전10:00 ~ 오후12:00, 오후1:00 ~ 오후3:00

영어 0570-001702 월~금중국어

0570-001703 월~금포르투갈어 0570-001704 화ㆍ목ㆍ금스페인어

0570-001705 화ㆍ수타갈로그어 0570-001706 수ㆍ금베트남어

 (예약 오전9:00~오후5:00)

(희망에 따라 다언어 통역 파견 실시)

03-3495-6110도쿄도 노동상담정보센터　
외국인 노동 상담 오오사키 사무소

화　오후2:00 ~ 오후4:00

영어

 (예약 오전9:00~오후5:00)

월ㆍ목ㆍ금

화ㆍ수

화ㆍ목

수ㆍ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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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주택 문제

법률ㆍ인권

050-3383-5300법 테라스 도쿄
(예약제)

목요일　오후1:00 ~ 오후4:00

대응 언어는 문의

0570-078-377법 테라스 다언어 정보 제공 서비스

월~금　오전9:00 ~ 오후5:00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0570-090-911외국인 인권 상담 다이얼

월~금　오전9:00 ~ 오후5:00

영어 중국어 한국어

03-3821-9070도쿄 국세국
월~금　오전9:00 ~ 오후12:00, 오후1:00 ~ 오후5:00영어

필리핀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045-228-1752가나가와 외국인 거주지원 센터（NPO법인）

영어

중국어

월~금

화, 수

한국어 월, 수

스페인어 월, 목, 금

포르투갈어 금

오전10:00 ~ 오후5:00

오전10:00 ~ 오후5:00

오전10:00 ~ 오후5:00, 화, 금 오후1:00 ~ 오후5:00

오전10:00 ~ 오후5:00

오전10:00 ~ 오후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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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담

03-3368-8855여성의 집 헬프

월~금　오전10:00 ~ 오후5:00

영어 타갈로그어

기타 상담

03-3235-1155도쿄도 소비생활종합센터

월~토　오전9:00 ~ 오후5:00

 (음성 안내)

 (전화 또는 방문)영어 중국어 한국어

050-2016-1603JR 히가시 니혼

매일　오전10:00 ~ 오후6:00

영어 중국어 한국어

045-211-1788해외 일본계 외국인 협회 일본계 외국인 상담 센터

월~금　오후2:00 ~ 오후5:30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0570-046-111일본 우편

월~금　오전8:00 ~ 오후10:00,  토ㆍ일ㆍ공휴일　오전9:00 ~ 오후10:00

영어

03-5463-6000경시청 운전 면허 전화 서비스

매일　24시간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