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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국적인에게는、일본인과 동일하게 시청에서 

주민세나 건강보험료의 납부서가 옵니다. 

납부서가 오면 기한까지 돈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빨리 돈을 

내라는 통지）이 날라오고 、지연금 (페널티)가 

가산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살려면 

납세는 의무 이므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또、외국국적인이 입국관리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주민세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전에는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수입에 대한 

증명은、회사가 발행하는 원천징수표（새금을 낸 것을 증명하는 것）였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위조된 것도 많고、실제로는 수입도 적고、납세도 하지않고 

있었던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입에 관한 증명으로서 、주민세 과세증명과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납세는 체납（세금을 안내고 있는 것）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체납을 하거나 

납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못 받거나 하면、비자심사에 크게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인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인증증명서 교부신청에서는 납세하지 

않는 경우、일본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경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교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일본은「국민모두보험」이라고 해서、전원이 보험에 들어、서로 돕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있으면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는 실비의 

30％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가 비싸다」든지、「병원에 안가니까」든지「나중에 내면되지」라고 

생각하고 납세기한이 지나버리면、공적서비스 그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정신고를 해서、기한내에 납세하도록 명심합시다.    

시청에서 오는 통지나 납부서를 읽지를 못하거나、내용을 모를 때는、빨리  

시청이나 FICEC 에 상담합시다.  

주민세를 내지않으면  

비자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청에서 오는 세금이나 보험료 지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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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미시국제교류 포럼「외국국적인과 얘기하자」 

 

 

 

 

 

 25 년전에 결혼해서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어가 는 것은 、15 년정도 

일을 한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레지일을 하고나서 동료들과 

친해지고、회화가 즐거워졌습니다.  

 직장에는 친절한 사람도 쌀쌀한 사람도 있어서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만，고생하면서 

일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에 대해서도 일본인과의 대응도、일을 통해 생활속에서  

배웠습니다. 일본어습득은 사람과 이야기하는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의 학교간담회나 면담에는、애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갔습니다. 고교입시때는 

상담할 사람이 없었으나 、FICEC 를 일찍 알았더라면 상담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FICEC 일본어교실을 다니게되어 여러사람과도 대화가 되어 마음도 위로받고 、 

마음이 놓입니다. 자녀들고 나보고 일본어가 유창해졌다고 하니 기쁩니다.  

 

일본어를 공부중인 여러분에게  

『선배로부터 어드바이스』  한국의 K 씨의 경우 

 

도도후켄의 최저임금（9 월현재）을 알고 있습니까? 
 

사이타마 871、동경 958、가나가와 956、오오사카 909、아이치 871、치바 868、교토 856、 

효고 844、시즈오카 832、미에 820、히로시마 818、시가 813、홋카이도 810、도치기/기후 800、  

이바라기 796、도야마・나가노 795、야마나시 784、 후쿠오카 789、나라 786、군마 783、 

이시카와･오카야마 781、니가타・후쿠이 778、와카야마야마구치 777,미야기 772,가가와 766、 

후쿠시마 748、시마네･쿠시마 740、야마가타･에히메 739、아모모리･이와테 아키타･돗도리 738、 

고오치･사가･나가사키･구마모토･오이타･미야자키･가고시마･오키나와 737（단위･엔）. 

 

정부는 최저임금（시급）을 매년 ３％인상해서 장래적으로는 전국평균을 1000 엔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일본어가 불충분한 경우、임금이 기준이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일본어가 필요합니다. 일본어를 쓰고 읽을 수 있도록 공부합시다.  

   

 후지미시에서는 매년、외국국적시민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포럼「세계의 문」을 

 개최 하고 있습니다. FICEC 는 외국국적인과 일본에서의 생활이나 문화의 차이등에  

대해 서로얘기하는 코너를 담당합니다. 여러분 꼭 놀러오세요.  

 기타、기모노시착・플라워어랜지먼트・일본북・밤브댄스・태극권・훌라댄스・가스펠등  

재미있는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일시  

 9/15(토)11:20～15:30 

장소  

 후지미시민문화회관 

 키라리☆후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