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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재（90 일이내）인 경우는 일본에서 은행구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장기체류비자 

（90 일이상）을 갖고 있어도 일본에서의 체재기간이 6 개월미만인 분은 은행구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일본에 6 개월이상 재류하고 、주민표를 취득한 사람은 송금이 가능한 은행구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체재개시일로 부터 아직 6 개월미만인 경우는、해외로의 송금이 

안되는 은행구좌가 되어、이 구좌로 급여를 받거나 、해외로부터의 송금을 받거나는 할 수  

있습니다. 또、캐쉬카드를 만드는데는 2 주간정도 걸립니다.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만) 

■필요한 수속 

・본인이 창구에서 수속을 합니다.  

・신청서류는 본인이 기입합니다. （후리가나는 가타가나로）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만 、구좌개설에는 1 주일에서 2 주일이 걸립니다. 창구에서의 수속이면  

30 분만에 개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여권 ◆재류카드 ◆비자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일본의 주소（자기 앞으로 

우편물이 도착하는 장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도 OK）◆일본의 운전면허증  

◆마이넘버 ◆인감（외국적인 분은 싸인으로 OK 인 곳도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서는、이것 외에 공공요금의 이용명세、주민표의 카피본、보험증등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지에서 떨어진 은행지점에서 구좌개설을 할려고 하면 、이유를 상세히 묻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절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거주지의 가까운 지점에서 신청을 하는 편이 수속이  

빨리 끝납니다. 

후지미시 
유초은행 8 지점、사이타마리소나은행 2 지점、무사시노은행 2 지점, 미즈호은행 

2 지점、미쯔이스미토모은행 1 지점、도와은행 1 지점 

후지미노시 
유초은행 10 지점、사이타마리소나은행 2 지점、무사시노은행 1 지점、미즈호은행 

1 지점、미쯔이스미토모은행 1 지점、도와은행 1 지점 

미요시마치 유초은행 3 지점 

※이외에 각지역에는 ATM 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행구좌를 만들려면 
「일본에 온지 5 개월 되었는데 은행캐쉬 

카드를 만들고 싶다」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은행구좌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수속도 있으나、여기서는 직접 거주지 

가까운 은행창구에서의 수속을 

설명하겠습니다.  

 
은행창구에서 구좌를 만들 때、필요한 수속과 필요한 서류  

jidousya  

です。                                                                                                                                                                                                                                                                                    

후지미시、후지미노시、미요시마치에는 이렇게 많은 은행이 있습니다 

jidousya  

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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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나 요리에 흥미가 있는 분、 

일본어를 공부중인 여러분、같이 

일본요리『와쇼쿠』를 만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와쇼쿠의 아이디어와 매너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일시／9/17(화)  

10:30～13:00 

◆장소／ 

가미후쿠오카 

니시공민관 조리실 

◆메뉴ー／ 

・마키즈시  

・달걀말이 

・된장국（국물을 만드는 방법）  

・깨로 만드는 푸린 

◆참가비／700 엔 ◆정원／20 명   

◆신청／후지미국제교류센터 049-256-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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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카드는、당신 

만의 번호가 붙은  

얼굴사진이 부착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신분증명이 

되고、행정수속의 전자신청등에도 쓸 수 

있습니다.야쿠쇼창구에 있는「개인번호카드 

교부신청서」로 수속을 합니다. 그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준비해주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o.go.jp/bangouseido/foreigners/in

dex.html 

※후지미시에서는 신청수속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처 049-252-7110 

다양한 외국문화에  

접하여、어린이부터 

어른까지즐길 수있는  

국제교류이벤트 

입니다 

외국과자 선물도 

있습니다. 

（입장무료） 

FICEC에서도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하고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떠들석한 월드토크 

・필리핀 댄스 

・외국어로 된 책갈피를 만들자 

・세계민족의상 시착회・다이코체험 

■일시／9/28 (토)12:00～15:30 

■장소／키라리☆후지미（쯔루세역 

동쪽입구에서 버스、또는 도보 20 분, 

라라포트앞） 

살고있는 지역를 설정 

하면、쓰레기수거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 

종류도 경고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수집일달력、쓰레기분별 

사전、쓰레기버리는 방법 

등을 여러 외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대응언어】 

영어、중국어、한국어、 

베트남어、네팔어 

【어플 다운로드】 

 

 

 

↑Android   ↑iOS 

 

쓰레기분리 수거를 잘못하면, 

이웃과의 트러블 원인이 됩니다.  

                                                                                                                                                                                                                                            

모국어를 써서 자원봉사를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 

통역이나 번역 스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지미시 스마트폰향 

『와쇼쿠』 
쉽게 맛있게 만드는 가정요리  

후지미시 국제포럼 

 

『마이넘버 카드』를  
만듭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