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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国 語 

  

연금,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다언어로 상세히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제도 가입 안내 

 

 

■국민연금제도의 구조 

 

 

 

■국민연금보험료면제・ 

납부유예의 안내 

 

■탈퇴일시금 제도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국적과는 상관 

없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는 후생연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재류자격을 갱신할 때 세금이 체납되어 있 

으면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나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법무성） 

과거의 세금이나 연금의 체납도 재류자격 

심사의 대상이 되니 보험료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상황이나 가정사정으로 도저히 낼 수 

없는 경우는 시야쿠쇼에 상담해 주십시오. 

  

독촉장 

국민건강보험세를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시구마치무라에서「독촉장」이라 

고 하는 봉투가 도착합니다. 이것이 

배달되면 우선 「독촉장」을 지참하여 

시구마치무라의 담당과에 가서 분납에 

대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할 때 

전입했을 때, 이사 갈 때 회사의 건강 

보험에 가입(혹은 탈퇴)할 때 등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14 일 이내에 야쿠 

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으로 

인해「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할 때, 아 

기가 태어 났을 때도 수속을 밟아야 

합니니다. 가입신고를 늦게해도 보험료 

는 전부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재류자격을 갱신할 때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재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이나 재류기간갱신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체납과 재류자격 

    

 

◆신형코로나왁진은 일본에 주민등록이 있는 

16 세 이상의 모든 분들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은 살고 계신 시마치무라에서 송부되어 

온 「접종권」이 필요합니다.  

◆접종순위가 정해져있어 당신이 접종할 시기가 

되면「접종권」이 자택으로 도착합니다. 

◆접종권이 도착하면 접종일시와 접종장소를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해 주십시오. 

◆지병이 있을 경우는 담당의에게 상담해 주십 

시오. 

 

후생노동성【신형코로나왁진콜센터】 

0120-761-770 〔프리다이얼 9:00～21:00〕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포루투칼어 

・스페인어〔9:00～21:00〕, 타이어 

〔9:00～18:00〕 베트남어〔10:00～19:00〕 

 

 

 

신형코로나왁진「접종권」 
이 도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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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国 語 

FICEC 에서는월～금요 10 시～16 시에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으며 영주권자입니다. 같은나라 출신의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일본 영주권을 가진 부모의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영주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출생하고 30 일 이내에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지나버리면 

수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0 일이 지나 버렸을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수속이 필요합니다. 출생하고서 60 일 이내에 재류자격취득허가를 신청하고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을 취득합니다. 그 재류기간「3 년」후,「영주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국에서 아이를 데려 오려고 비자신청을 했습니다만「불교부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이것 저것 생각하기 전에 우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지방입국관리국에 가서 불허가・불교부의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신청하십시오. 

이유를 확인한 후, 재신청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등을 

문의하십시오 

（지참할 것） 
① 불교부・불허가 통지서 
② 신분증(외국인등록증명서,패스포트）※신청대리인일 경우는 사원증, 호적등본등 신청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것 
③ 최초에 제출한 신청서류의 복사본 

  

민간기업                             

■취직관련웹사이트 

【영어관련 사이트】  

GaijinPot Jobs、 Daijob、Craiglist Tokyo、 

Jobs in Japan、Career Engine 等 

【일본어관련 사이트】  

리쿠나비, 마이나비, Indeed、Create 등 

 

■무료구인지 

TOWN WORK、Jobaidem、  

구인저널등. 

역, 슈퍼,편의점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비말의 확산 예방에 유효하지만, 

여름을 맞이해 고온다습한 장소에서의 마 

스크 착용은 일사병의 리스크가 높아 

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자주 

수분공급에 신경을 써 주시고 주위의 

사람들과 충분히 거리가 확보되는 장소 

에서는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벗고 휴식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사병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더운 여름을 이겨 냅시다.  

 

 

마스크 일사병  외국인을 위한 취업가이드 

일을 찾고 계십니까? 일본에서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을 찾으면 좋을 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고용서비스센터                 

헬로우워크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우워크는 일본 전국에 540 군데 있습니다. 

일에 관한 상담이나 소개 등 직업훈련코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신주쿠외국인고용 지원・지도센터 

헬로우워크신주쿠（가부키쵸청사） 

일본인배우자등, 정주,영주,워킹홀리데이, 

유학,가족체재비자 분들이 대상입니다.  

03-3204-8609 

■동경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 

FRESC (四谷庁舎) 

유학,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교육, 

기능비자 분들이 대상입니다.  

0570-011000 

■무료직업소개 

자치제에서 무료직업소개를 실시하고 있는 

시마치무라도 많이 있습니다. 

야쿠소에 문의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