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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１１１）【）【）【）【전입전입전입전입・・・・입국입국입국입국】】】】새로새로새로새로    주민등록을주민등록을주민등록을주민등록을    할할할할    경우의경우의경우의경우의    신고신고신고신고절차절차절차절차    

（（（（２２２２））））【【【【체재체재체재체재    중중중중】】】】이미이미이미이미    주민등록이주민등록이주민등록이주민등록이    되어되어되어되어    있는있는있는있는    경우의경우의경우의경우의    신고신고신고신고절차절차절차절차    

이사, 출생, 주민표 발급, 혼인, 이혼, 사망, 여권 분실, 재류카드 분실, 

마이넘버카드 분실 

（（（（３３３３））））【【【【전출전출전출전출・・・・출국출국출국출국】】】】주민등록을주민등록을주민등록을주민등록을    나가나가나가나가토시토시토시토시    이외이외이외이외    지역으로지역으로지역으로지역으로    옮길옮길옮길옮길    경우의경우의경우의경우의    신고신고신고신고절차절차절차절차    

 

 

인구, 면적, 시의 꽃나무・생물 

 

    

（（（（１１１１））））시청시청시청시청    등에서등에서등에서등에서    담당하는담당하는담당하는담당하는    업무업무업무업무    

①주민등록 ②혼인, 이혼 ③출생・사망 ④인감등록 ⑤국민연금 

⑥국민건강보험 ⑦후기고령자의료제도 ⑧개호보험 ⑨장애인복지 

⑩양육 ⑪임신, 육아 ⑫수도・하수도 ⑬시영 주택 ⑭세금 

（（（（２２２２））））민간에서민간에서민간에서민간에서    담당하는담당하는담당하는담당하는    업무업무업무업무    

①전기 ②가스 ③전화 ④NHK 수신료 

（（（（３３３３））））기타기타기타기타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정보정보정보정보    

①건강관리 ②의료 ③교통 ④자치회 ⑤일자리 찾기 ⑥쓰레기 배출방법 

⑦일본어학습・생활지원 

 

 

  ①질병, 부상 ②화재 ③교통사고, 범죄 ④지진 ⑤토사재해・수해 ⑥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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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１１１））））【【【【전입전입전입전입・・・・입국입국입국입국】】】】새로새로새로새로    주민등록을주민등록을주민등록을주민등록을    할할할할    경우의경우의경우의경우의    신고신고신고신고절차절차절차절차    

신고 내용 
상세 

페이지 

담당과・ 

문의 
TEL 

 시청에서 담당하는 업무 

 

주민등록 

중장기재류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입국했을 때, 다른 시정촌에서 

나가토시로 이사왔을 때, 나가토시에 

사는 사람이 재류자격의 변경이나 

갱신으로 새로 중장기재류자 자격을 

취득했을 때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Ｐ9 

종합창구과 

창구계 

0837 

23-1127 

인감등록 계약 등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Ｐ13 

국민연금 
재류카드를 가지고 가서 가입신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Ｐ14 

0837 

23-1226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의료제도 

다른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류카드를 가지고 가서 

가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Ｐ14 

Ｐ15 

종합창구과 

보험관리계 

0837 

23-1130 

개호보험 

전입신고로 자격을 취득한 65 세 

이상 고령자에게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발송합니다. 

Ｐ15 
고령복지과 

개호지원계 

0837 

23-1158 

양육 
(보육원(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수당, 의료비 보조, 

보육원(어린이집) ・ 유치원 입학을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Ｐ15 양육지원과 
0837 

23-1156 

초등학교・중학교 

전입신고 창구에 말씀하세요. 이후 

입학 예정 학교에서 입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과 
0837 

27-0320 

수도・하수도 이용하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Ｐ16 
관리과 

관리반 

0837 

23-1169 

원동기부자전거 

(오토바이 등) 

경자동차세 

오토바이 등의 보관장소가 

나가토시인 경우 나가토시청이 

교부하는 번호판을 달고 1 년에 한 

번 경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Ｐ18 
세무과 

시민세계 

0837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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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에서 담당하는 업무 

 

자전거 

자전거 판매점에서 구입하세요. 

시청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Ｐ19 

자전거 판매점 － 

전기 이용하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고쿠전력 

하기영업소 

0120 

615-227 

가스 이용하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스회사 － 

전화 이용하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NTT,  

휴대폰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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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２２）【）【）【）【체재체재체재체재    중중중중】】】】이미이미이미이미    주민등록이주민등록이주민등록이주민등록이    되어되어되어되어    있는있는있는있는    경우의경우의경우의경우의    신고절차신고절차신고절차신고절차    

 
신고 내용 

상세 

페이지 
담당과・ 

문의 
TEL 

 시청에서 담당하는 업무 

 

주민등록 

나가토시 안에서 이사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살기 시작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Ｐ9 

종합창구과 

창구계 

0837 

23-

1127 
주민표 

발급 

이름, 주소, 국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수수료가 듭니다. 
Ｐ9 

출생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14 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Ｐ12 

혼인 

(결혼)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혼인하는 

경우 시청과 모국의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 양쪽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끼리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과 

일본인이 혼인하는 경우, 각각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과 일본인이 혼인한 후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Ｐ11 

종합창구과 

창구계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 

0837 

23-

1127 

 

－ 

 

 

이혼 

외국인끼리 이혼하는 경우 모국의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과 

일본인이 이혼하는 경우 시청과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 양쪽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끼리 

이혼하는 경우, 외국인과 일본인이 

이혼하는 경우, 각각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Ｐ11 

사망 

가족과 동거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친족 또는 동거하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모국의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에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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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이외에서 담당하는 업무 

 

여권 분실 

여권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분실(도난) 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 증명서를 모국의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가지고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세요. 

대사관 등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가토경찰서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 

0837 

22-

0110 

 

－ 

재류카드 

(외국인등록증명서) 

분실 

재류카드(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때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발급 

받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히로시마출입국 

재류관리국 

시모노세키출장소 

083 

261-

1211 

통지카드  

또는 마이넘버카드 

분실 

통지카드 또는 마이넘버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분실(도난) 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통지카드 

또는 마이넘버카드 재발급에 

관해서는 문의 바랍니다. 

- 

나가토경찰서 

 

종합창구과 

창구계 

0837 

22-

0110 

 

0837 

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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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３３３））））【【【【전출전출전출전출・・・・출국출국출국출국】】】】주민등록을주민등록을주민등록을주민등록을    나가토시나가토시나가토시나가토시    이외이외이외이외    지역으로지역으로지역으로지역으로    옮길옮길옮길옮길    경우의경우의경우의경우의    신고절차신고절차신고절차신고절차    

 
신고 내용 

상세 
페이지 

담당과・ 

문의 
TEL 

 시청에서 담당하는 업무 

 

주민등록 

다른 시정촌으로 전출할 경우 

나가토시에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가토시에서 발급 받은 전출증명서를 

이사간 곳에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국 등으로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에도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Ｐ9 
종합창구과 

창구계 

0837 

23-

1127 

 
인감등록 

인감등록증(카드)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Ｐ13 

 

국민연금 
전출할 경우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이사간 곳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Ｐ14 

종합창구과 

창구계 

0837 

23-

1226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의료제도 

보험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Ｐ14 

Ｐ15 

종합창구과 

보험관리계 

0837 

23-

1130 

 

개호보험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Ｐ15 

고령복지과 

개호지원계 

0837 

23-

1158 

 양육 

(보육원(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원(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퇴소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Ｐ15 양육지원과 

0837 

23-

1156 

 

초등학교・중학교 각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과 

0837 

27-

0320 

 

수도・하수도 신고해야 합니다. Ｐ16 
관리과 

관리반 

0837 

23-

1169 

 

원동기부자전거 

(오토바이 등) 

경자동차세 

전출 또는 출국 전에 나가토시의 

번호판을 시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 

때 인감을 가져가야 합니다. 일본 

국내라면 이사간 곳의 시정촌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Ｐ18 
세무과 

시민세계 

0837 

23-

1124 

 

납세관리인 지정 

나가토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남아있는(발생할) 경우 출국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Ｐ18 
세무과 

시민세계 

0837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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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에서 담당하는 업무 

 자전거 시청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Ｐ19 

 － 

 

전기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고쿠전력 

하기영업소 

0120 

615-

227 

 
가스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스회사 ― 

 
전화 

정지 또는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NTT, 

휴대폰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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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２２．．．．나가토시나가토시나가토시나가토시    소개소개소개소개                                                    

 

■위치・지형 

나가토시는 혼슈(일본 열도 가운데 가장 큰 섬)의 가장 서쪽 북단인 야마구치현 북서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하기시, 남쪽으로는 시모노세키시, 미네시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기타나가토 해안국정공원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일본해(한국명 동해) 풍경이 펼쳐집니다. 

 

 

 

 

 

 

 

 

 

 

 

 

 

 

 

 

 

 

 

≪나가토시의 데이터≫  

인  구  33,952 명(2019 년 5 월 1 일 기준)ｗ 

세 대 수  16,019 세대(2019 년 5 월 1 일 기준) 

면  적  357.31 ㎢ 

평균기온  16.1°(2018 년 기상청 발표 데이터) 

시의 꽃나무, 생물 

 

 

   

시의 꽃나무／벚꽃 시의 생물／반딧불 시의 꽃나무／철쭉 

오미지마오미지마오미지마오미지마    

히가시우시로히가시우시로히가시우시로히가시우시로
바타바타바타바타    계단식계단식계단식계단식    논논논논    

오하마오하마오하마오하마    

오미지마오미지마오미지마오미지마    

（（（（다이빙다이빙다이빙다이빙））））    

닭꼬치닭꼬치닭꼬치닭꼬치    나가토나가토나가토나가토    장난감미술관장난감미술관장난감미술관장난감미술관    

다이네이지다이네이지다이네이지다이네이지    절절절절    모토노스미모토노스미모토노스미모토노스미    신사신사신사신사    센조지키센조지키센조지키센조지키    

나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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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３３３．．．．생활에생활에생활에생활에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정보정보정보정보                                                

    

（（（（１１１１））））시청시청시청시청    등에서등에서등에서등에서    담당하는담당하는담당하는담당하는    업무업무업무업무    

    

①①①①주민등록주민등록주민등록주민등록((((시청시청시청시청    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        TELTELTELTEL：：：：0837083708370837----23232323----1127112711271127))))    

가．전입・입국 

   일본 국적이 아니면서 중장기재류자 자격(일본인 배우자 등, 정주자, 영주자 

등)을 가진 사람이 나가토시에 살게 되었을 때 혹은 재류자격의 변경이나 

갱신으로 중장기재류자 자격을 새로 취득했을 때에는 시청 종합창구과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은 살기 시작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입국했다 

・다른 시정촌에서 이사를 왔다 

・중장기재류자 자격을 취득했다 

・여권 

・재류카드 

・전출증명서(※전입한 경우에만) 

・통지카드 또는 마이넘버카드 

(※전입한 경우에만) 

※입국한 사람은 거주하게 될 주소지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국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전거 

나가토시 안에서 이사한 경우에는 전거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거신고는 살기 

시작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에 필요한 서류 

・나가토시 안에서 이사했다 ・재류카드 

・국민건강보험증, 의료수급자증 등 

이전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통지카드 또는 마이넘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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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출・출국 

출국하거나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갈 경우에는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갈 경우에는 시청에서 ‘전출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전출증명서는 새로 이사간 곳의 시정촌에서 주민등록을 할 때 

필요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에 필요한 서류 

・출국한다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간다 

・재류카드 

・국민건강보험증, 의료수급자증 등 

이전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통지카드 또는 마이넘버카드 

(※출국할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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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②②혼인혼인혼인혼인・・・・이혼이혼이혼이혼((((시청시청시청시청    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        TELTELTELTEL：：：：0837083708370837----23232323----1127112711271127))))    

가．혼인 

일본 법률에 따라 결혼이 성립되려면 시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방법, 필요한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종합창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외국인과 일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혼인신고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등) 

・혼인요건구비증명서 

・혼인신고 

・출생증명서(외국인만)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일본인의 호적전부사항증명서(등본) 

※신고지에 본적이 없는 사람만 

출생증명서, 국적증명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등 일본어 이외 언어로 쓰인 

서류는 번역자가 명시된 일본어 번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성인 

2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인이 모국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일본인이 혼인한 후 외국인 배우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도 변경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을 증명하는 서류에 번역문을 첨부하여 

일본인 배우자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혼 

일본 법률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려면 시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국적에 따라 다르므로 작성방법이나 필요한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종합창구과나 대사관, 영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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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③③③출생출생출생출생・・・・사망사망사망사망((((시청시청시청시청    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        TELTELTELTEL：：：：0837083708370837----23232323----1127112711271127））））    

가．출생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14 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는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와 함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에 필요한 서류 

・아이가 태어났다 ・출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출생신고서 

・모자건강수첩 

・국적증명서 

※태어난 아이가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재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태어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히로시마출입국재류관리국 시모노세키출장소 

TEL：083-261-1211)에 재류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망 

가족이나 동거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한 병원 또는 사망을 확인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와 함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에 필요한 서류 

・가족이나 동거하는 사람이 사망했다 ・사망진단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망신고서 

 

※재류카드나 특별영주자증명서는 사망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히로시마출입국재류관리국 시모노세키출장소 

TEL：083-261-1211)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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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④④④인감등록인감등록인감등록인감등록((((시청시청시청시청    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        TELTELTELTEL：：：：0837083708370837----23232323----1127112711271127))))    

인감은 서명과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자동차의 매매계약 등에 실인과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인이란 시청에 등록된 인감을 말합니다. 1 인당 하나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인감을 실인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감은 주민표에 등록된 이름(병기명, 통칭명)의 인감만 등록 

가능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인감등록을 하려면 15 세 이상이고 나가토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할 때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인감과 재류카드 또는 얼굴사진이 있는 공적 

신분증명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인감등록증(카드)’이 발급됩니다. 이후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등록증(카드)’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감등록 절차) 

등록을 

하는 사람 

필요한 서류 주의점 

본인 ・등록할 인감 

・재류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 얼굴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인감등록을 위해 새로 인감을 

만들 때에는 등록 가능한 

인감인지 시청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등록할 인감 

・대리인의 인감 

・위임장(나가토시 양식에 따른 

것) 

・대리인의 본인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재류카드, 

건강보험증 등)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당일 바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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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⑤⑤⑤국민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시청시청시청시청    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    창구계창구계창구계창구계        TELTELTELTEL：：：：0837083708370837----23232323----1226122612261226))))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 20 세 이상 

60 세 미만의 사람은 국민연금, 후생연금 둘 중 하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적 연금에는 노령연금 외에도 만일의 경우에 지급되는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월 17,000 엔 정도입니다. 출국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6 개월 이상이라면 3 년을 상한으로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적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신청을 해서 인정이 되면 

보험료가 면제 혹은 납부유예가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⑥⑥⑥⑥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시청시청시청시청    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    보험관리계보험관리계보험관리계보험관리계        TELTELTELTEL：：：：0837083708370837----23232323----1130113011301130))))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 부양가족,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재류기간 3 개월 

이하의 단기체재자나 생활보호 대상자 등 제외)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때에는 시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신고가 늦어지면 그 기간은 보험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보험증’을 교부합니다. 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보험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보험증’을 

제시해야 연령에 따른 부담비율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출산 및 사망하거나 의료비 부담이 고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청에 신고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40 세 이상의 사람은 생활습관병의 조기발견 및 

중증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나 제도의 내용 등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청 종합창구과 보험관리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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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⑦⑦⑦후기고령자의료제도후기고령자의료제도후기고령자의료제도후기고령자의료제도((((시청시청시청시청    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종합창구과    보험관리계보험관리계보험관리계보험관리계        TELTELTELTEL：：：：0837083708370837----23232323----1130113011301130))))    

75 세 이상의 사람(재류기간 3 개월 이하의 단기체재자나 생활보호 대상자 등 

제외)은 모두 피보험자가 됩니다. 

65 세～74 세의 사람이라도 장애(신체장애인수첩 1 급～3 급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피보험자라면 누구나 내야 합니다. 

 

⑧⑧⑧⑧개호보험개호보험개호보험개호보험((((시청시청시청시청    고령복지과고령복지과고령복지과고령복지과    개호지원계개호지원계개호지원계개호지원계        TELTELTELTEL：：：：0837083708370837----23232323----1158115811581158))))    

개호보험제도는 고령자 등의 개호(간병)를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개호인정 신청을 하고 인정이 

되면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⑨⑨⑨⑨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시청시청시청시청    지역복지과지역복지과지역복지과지역복지과    장애인지원계장애인지원계장애인지원계장애인지원계        TELTELTELTEL：：：：0837083708370837----23232323----1243124312431243))))    

심신 장애인에 대한 상담・수당・의료・장애복지서비스・복지시설의 이용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은 ‘신체장애인수첩’,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요육수첩’, 정신질환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은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교부 받습니다. 이러한 

수첩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⑩⑩⑩⑩양육양육양육양육((((시청시청시청시청    양육지원과양육지원과양육지원과양육지원과        TELTELTELTEL：：：：0837083708370837----23232323----1156115611561156))))    

  아이가 보육원(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려면 입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자녀는 초등학교 종료 시까지 입원・통원 

의료비가 무료입니다. 

  신청절차와 제도의 내용 등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청 양육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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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⑪⑪⑪임신임신임신임신・・・・육아육아육아육아((((시청시청시청시청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TElTElTElTEl：：：：0837083708370837----23232323----1133113311331133))))    

임신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임신신고(모자건강수첩 교부신청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 ‘임신신고’를 가지고 시청(나가토시보건센터, 미스미보건센터, 

헤키보건센터, 유야보건복지센터 중 하나)에 가서 모자건강수첩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자건강수첩은 임신경과・출산상황 및 자녀의 발육, 발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취학 전까지의 중요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외국어로 된 모자수첩이 필요한 사람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⑫⑫⑫⑫수도수도수도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상하수도국상하수도국상하수도국상하수도국    관리과관리과관리과관리과    관리반관리반관리반관리반        0837083708370837----23232323----1169116911691169））））    

신규로 수도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정지할 경우에는 상하수도국 관리과 

관리반으로 전화로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수도를 이용하게 되면 2 개월에 한 번 수도요금이 부과됩니다.  

하수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한 물의 양에 따라 2 개월에 한 번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⑬⑬⑬⑬시영주택시영주택시영주택시영주택((((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주택계주택계주택계주택계        0837083708370837----23232323----1186118611861186））））    

  시영주택이란 나가토시가 운영하는 주택으로, 소득에 따라 월세가 결정됩니다. 

  시영주택의 입주자는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건축주택과 주택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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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⑭⑭⑭세금세금세금세금    

세금에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현이나 시에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는 ‘소득세(국가)’와 ‘주민세(현・시)’가,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에는 ‘고정자산세(시)’와 ‘도시계획세(시)’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에는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현)’와 ‘경자동차세(시)’가 부과됩니다.  

이들 세금은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송되며 세금 

과 함께 독촉수수료나 연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독촉을 받은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이 강제처분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나가토세무서  TEL：0837-22-2441) 

해마다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 년간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득세(국세)를 확정해야 합니다.  

급여의 연간 수입금액이 2,000 만엔이 넘는 사람, 매월 직장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 사람, 2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급여 이외의 소득이 20 만엔 이하인 경우 제외) 등은 

이듬해 2 월 15 일부터 3 월 15 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중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나가토시 여러 곳에서 신고상담을 

받습니다. 

확정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나가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시민세, 현민세)(시청 세무과  TEL：0837-23-1124) 

해마다 1 월 1 일 기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에 전년 소득에 따라 시민세와 

현민세를 합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 급여에서 주민세가 공제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년 6 월 시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고지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신고와 관련해서 매년 확정신고 시기에 맞추어 신고상담을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에 관해서는 2 월 1 일 시 홍보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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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야마구치현 하기현세사무소  TEL：0838-25-3111) 

4 월 1 일 기준 자동차(경자동차 제외)를 소유하는 사람은 자동차세(현세)를 

현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5 월 현세사무소에서 납세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고지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계속검사(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이 ‘영수증(납세증명서)’이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자동차세(시청 세무과  TEL：0837-23-1123) 

4 월 1 일 기준 오토바이(원동기부자전거나 대형 오토바이), 경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경자동차세(시세)를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5 월 

시청에서 납세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고지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납부하면서 받은 ‘경자동차세 납세증명서(계속검사용)’는 경자동차의 

계속검사(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자동차…차량 크기가 길이 3.4 미터 이하, 폭 1.48 미터 이하, 높이 

2 미터 이하이고 총배기량이 660cc 이하인 차량을 말합니다.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시청 세무과  TEL：0837-23-1125) 

1 월 1 일 기준 나가토시에 고정자산(토지나 건물, 상각자산(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치・설비, 건축물(가옥 이외), 차량・선박 등))을 소유하는 

사람은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나가토시 일부 과세지역 내에 있는 토지 ・

건물에 과세)를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5 월 시청에서 납세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고지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매각이나 해체 등으로 과세 대상인 고정자산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관리인 지정(시청 세무과  TEL：0837-23-1124) 

출국 후 납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일본 국내에 주소 등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안내】 

 보험료와 사용료 및 세금은 나가토시 소재 금융기관, 시청 본청・지소・출장소, 

나가토시 소재 편의점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현금을 가지고 가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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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２２））））민간에서민간에서민간에서민간에서    담당하는담당하는담당하는담당하는    업무업무업무업무    

    
①①①①전기전기전기전기    

전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동산회사 또는 집주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주고쿠전력 하기영업소(TEL：0120-615-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은 매달 청구됩니다. 

 

②②②②가스가스가스가스    

가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동산회사 또는 집주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가스회사 또는 판매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이나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가스회사 또는 판매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③③③전화전화전화전화    

가．휴대폰 

휴대폰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대폰 판매점 등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등도 판매점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유선전화 

신규로 설치할 경우 NTT(TEL：0120-116-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NTT 에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 어시스턴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금은 매달 

청구됩니다. 

(NTT 외국어접수상담센터) 

TEL ：0120-064-337(무료통화) 

상담접수：월요일～금요일, 오전 9 시～오후 5 시 

대응언어：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한국어(월・수・금) 등 

 

④④④④NHKNHKNHKNHK 수신료수신료수신료수신료    

(계약…TEL：0120-151515, 수신료…TEL：0570-077-077) 

NHK 는 공영방송입니다. TV 를 소유하는 사람은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계약절차나 납부방법 등에 관해서는 NHK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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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３３３））））기타기타기타기타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정보정보정보정보    

    
①①①①건강관리건강관리건강관리건강관리((((시청시청시청시청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TELTELTELTEL：：：：0837083708370837----23232323----1133113311331133))))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여름철 식중독, 겨울철 독감 유행 등에 주의합니다. 

・살무사 등의 독뱀, 독성을 지닌 벌레 등에 주의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등 정기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위생 불량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듭니다. 

 

 

②②②②의료의료의료의료    

의료기관에서는 수시로 진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단골병원’을 미리 정해두세요. 

 

 (진료의 흐름) 

①접수 접수 창구에 초진인지 아닌지 전달합니다. 초진인 경우 

문진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합니다. 초진이 

아닌 경우 진찰카드를 제출하거나 대기자 명부에 이름을 

씁니다.  

②진찰 이름이 불리면 진찰실로 들어가 진찰을 받습니다. 

③수납, 

처방전 

진료가 끝나면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합니다. 약을 직접 

내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이 

처방전을 약국에 가지고 가서 약을 처방 받습니다. 치료를 

이어서 받을 경우 다음 진료 예약일을 확인해둡니다.  

※종교상의 이유나 지병 등으로 치료에 제약이 있을 때에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닫혀있는 평일 야간, 휴일 낮 동안의 응급진료는 

나가토시응급진료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EL：0837-2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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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③③③교통교통교통교통    

가．버스 

승차 시 차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서 정리권을 뽑습니다. 하차 시에는 그 

정리권 번호에 해당되는 요금(차량 전방에 표시됩니다)을 운전사 옆의 

요금함에 넣습니다.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내에 있는 동전교환기로 

동전을 미리 준비합니다. 회수권으로 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수권은 

운전사에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차내에서는 다음에 정차할 곳의 안내방송(다음 정차할 곳은 ○○입니다)이 

나옵니다. 내리고 싶을 때에는 좌석 부근의 하차벨을 눌러 운전사에게 

알립니다. 

 

나．기차 

 JR 니시니혼을 이용할 경우 나가토시역에서는 산인 본선(나가토미스미역, 

기와도역, 나가토후루이치역, 히토마루역, 이가미역), 미네선(이타모치역, 

나가토유모토역, 시부키역), 센자키선(센자키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차 

전에 요금표로 요금을 확인하고 역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로 표를 구입합니다. 

표는 하차하는 역의 개찰구에서 역무원에게 주거나 회수함에 넣어주세요. 

나가토시역 이외는 모두 무인역이기 때문에 승차하고 나서 표를 구입합니다. 

 

다．택시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손을 들어서 직접 택시를 잡거나 택시회사로 연락해서 

택시를 부릅니다. 승차 시 운전사에게 목적지(○○까지 가주세요)를 

말씀하세요. 

 

라．JR 신야마구치역 직행택시(대형택시) 안내 

  JR 신야마구치역 ⇔ 나가토시(나가토유모토온천・나가토시역・센자키친) 

JR 신야마구치역⇒나가토시  나가토시⇒JR 신야마구치역 

승차장 1 편 2 편  승차장 1 편 2 편 

신야마구치역 
(북쪽출입구・6 번 승차장) 

11：15 15：25  
센자키친 

(일반도로 휴게소) 
9：30 13：45 

나가토유모토온천 
(후지제일교통 유모토영업소 앞) 

12：20 16：30  나가토시역 9：40 13：55 

나가토시역 12：35 16：45  
나가토유모토온천 

(후지제일교통 유모토영업소 앞) 
9：55 14：10 

센자키친 
(일반도로 휴게소) 

12：45 16：55  
신야마구치역 

(북쪽출입구・6 번 승차장) 
11：00 15：15 

【운행일】매일  【요 금】어른 2,000 엔 소인 1,000 엔 

【문의】후지제일교통 0120-3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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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문의처≫ 

   버스 산덴교통(나가토분소) 0837-26-1735 

      보초교통(센자키 주재) 02837-26-0803 

      블루라인교통(시모노세키시) 083-786-0059 

 

 JR(기차) JR 나가토시역 0570-666-720 

  

   택시   후지제일교통 0837-22-2032 

        신니혼관광교통 0837-22-4800 

        나가토산덴택시 0837-26-2788 

        히토마루택시 0837-32-1126 

        후루이치택시 0837-37-3194 

        안젠택시 0837-4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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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교통규칙 

교통사정과 교통규칙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 교통규칙을 준수합니다. 

 

(보행자의 교통규칙) 

・보행자는 우측통행을 합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는 곳에서는 인도로 다닙니다. 

・차도를 건널 때에는 횡단보도와 육교를 이용합니다. 

・횡단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건너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자신이 건널 방향에 있는 신호등이 파란 불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 건넙니다. 보행자용 파란 불이 깜빡일 때에는 건너면 안됩니다. 

・건널목에서는 경보기가 울리고 있거나 차단기가 내려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멈춰서서 기다립니다. 

 

(자전거를 탈 때의 교통규칙) 

・반드시 신호등 지시에 따라야 하며 빨간 불에서는 건너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도로 왼쪽 끝을 이용합니다. 인도에 ‘자전거통행가능( 転 可)’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인도로 지나갑니다. 

・자전거의 브레이크와 라이트의 정비 및 점검을 꼼꼼하게 합니다. 

・옆으로 나란히 타거나 한 자전거에 두 사람이 함께 타지 않습니다. 또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타지 않도록 합니다. 

・야간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켭니다. 

・음주를 했을 때에는 자전거를 타면 안됩니다. 

・다른 교통을 방해하는 장소에 자전거를 세워두면 안됩니다. 

 

(자동차,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의 교통규칙) 

・자동차, 오토바이는 좌측통행을 합니다.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휴대합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안전벨트를 꼭 착용합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합니다. 

・자동차검사를 안받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오토바이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음주를 했을 때에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주차금지 구역에는 주차하면 안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TEL：110)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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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④④④자치회자치회자치회자치회((((시청시청시청시청    시민활동추진과시민활동추진과시민활동추진과시민활동추진과    활동추진계활동추진계활동추진계활동추진계        TELTELTELTEL：：：：0837083708370837----23232323----1172117211721172))))    

자치회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자치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주민이 가입합니다.  

자치회에서 주민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치회 활동에는 도로나 수로, 

공원을 함께 청소하거나 쓰레기 버리는 곳의 청소, 방재활동 등이 있습니다. 

친목 도모를 위해 축제나 운동회를 열기도 합니다.  

행정기관의 정보가 나와있는 ‘홍보 나가토’나 회람문서(각 가정을 차례대로 도는 

알림장) 등은 자치회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치회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회에 가입하면 회비 납부 등 각 자치회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지역민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사이가 가까워지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치회 가입방법, 회비 등에 관해서는 각 지구의 자치회 대표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치회 대표를 ‘자치회장’ 또는 ‘구장’이라 부릅니다) 

자치회 대표를 알고 싶을 때에는 이웃에게 물어보거나 시청 시민활동추진과 

활동추진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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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⑤⑤⑤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구하구하구하구하기기기기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할 경우 취업이 허가되는 재류자격을 취득하거나 

입국관리국(히로시마입국관리국 시모노세키출장소  TEL：083-261-

1211)에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재류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에는 ‘헬로워크 하기나가토분실(TEL：0837-22-8609)’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⑥⑥⑥⑥쓰레기쓰레기쓰레기쓰레기    배출방법배출방법배출방법배출방법((((시청시청시청시청    생활환경과생활환경과생활환경과생활환경과        TELTELTELTEL：：：：0837083708370837----23232323----1249124912491249))))    

쓰레기를 배출하는 날은 거주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별 ‘쓰레기수거 달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는 쓰레기, 종이・의류, 플라스틱・종이용기 포장류는 아침 7 시까지, 타지 

않는 쓰레기, 건전지, 병・캔・페트병, 대형쓰레기는 아침 8 시 30 분까지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수거장소에 배출 가능한 쓰레기의 종류 및 배출방법은 ‘쓰레기 

분류방법・배출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www.city.nagato.yamaguchi.jp/soshiki/8/2886.html 

  

⑦⑦⑦⑦일본어학습일본어학습일본어학습일본어학습, , , , 생활지원생활지원생활지원생활지원((((나가나가나가나가토일본어클럽토일본어클럽토일본어클럽토일본어클럽        TELTELTELTEL：：：：080080080080----2145214521452145----3440344034403440))))    

나가토시에서는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어교실에서는 참가자의 일본어 수준에 맞추어 즐겁게 일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운영일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나가토일본어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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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４４４．．．．긴급긴급긴급긴급    시시시시    대응대응대응대응    

    

①①①①질병질병질병질병, , , , 부상부상부상부상・・・・・・・・・・・・소방소방소방소방((((TELTELTELTEL：：：：119)119)119)119)    

응급질환이나 큰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지인,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전화로 

구급차(ＴTEL：119)를 부릅니다. 구급차를 부를 때에는 자신의 주소, 이름 등을 

이야기하고 보험증・약 수첩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②②②화재화재화재화재・・・・・・・・・・・・소방소방소방소방((((TELTELTELTEL：：：：119)119)119)119)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쳐 주위에 알리고 

소방서(TEL：119)로 전화합니다. 화재로 연기가 대량 발생하고 있거나 직접 불을 

끄기 어려울 때에는 젖은 수건 등을 입이나 코에 대고 자세를 낮추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일본은 목조 주택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불이 번져 이웃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항상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 소화기를 준비해둔다. 

・ 자기 전이나 외출할 때에는 항상 불을 껐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 누워서 담배를 피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 방화 등 원인 모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 주변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 

・ 튀김 요리 중에는 자리를 뜨지 않는다. 

・ 불장난을 하지 않는다.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하여 화재가 자주 발생합니다. 불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③③③③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범죄범죄범죄범죄・・・・・・・・・・・・(TEL(TEL(TEL(TEL：：：：110)110)110)110)    

교통사고나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경찰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합니다. 

 

④④④④지진지진지진지진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집 안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긴급 시 가족과 연락할 방법 및 대피장소, 자국의 대사관과 영사관의  

전화번호 등을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또 지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물품을 준비해둡니다. 

・ 손전등, 타올, 장갑, 비상용 음료수・식량(3 일분 기준), 응급의약품, 휴대용 

라디오, 신발 등을 백팩 등에 넣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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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이나 장식장 유리는 깨졌을 때 다치지 않도록 테이프 등을 붙인다. 

・ 책장이나 장롱 등 가구가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가구는 벽에 고정시킨다. 

・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내에 있다면 쿠션, 방석 등으로 머리를 낙하물로부터 

보호하고 식탁 아래 등으로 대피한다. 실외에 있을 때에는 낙하물 등에 

주의하여 넓은 평지에서 자세를 낮추는 등 지진이 가라앉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몸을 보호한다. 

문이나 창문을 열고 대피할 때에는 깨진 유리조각에 발이 다치지 않도록 신발, 

슬리퍼 등을 꼭 신어야 합니다. 

대피할 때에는 여권 등 중요한 서류는 항상 휴대하도록 합니다. 또 큰 지진이 오고 

난 뒤에 잠시 여진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⑤⑤⑤⑤토사해재토사해재토사해재토사해재・・・・수해수해수해수해    

일본에서는 매년 6～7 월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8～9 월에는 태풍이 자주 

접근・상륙하여 산사태나 홍수, 폭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재해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합니다. 

・ 실외에 있는 쓰레기통이나 화분 등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미리 

고정해두거나 실내에 들여놓습니다. 

・ 창문 유리 등은 검테이프, 비닐테이프를 붙여서 보강하고, 덧문이나 셔터가 

있다면 미리 닫아둡니다. 

・ 정전이 될 수 있으므로 손전등이나 휴대용 라디오 등은 가족이 함께 정해둔 

장소에 보관합니다. 

 

⑥⑥⑥⑥태풍태풍태풍태풍    

태풍이 접근할 때에는 외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상정보나 시에서 보내는 안내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가 대피권고나 대피지시를 발령하면 즉시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합니다. 대피권고 등이 발령되기 전이라도 위험을 감지했을 때에는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것을 명심하며, 이웃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피할 때에는 화재 원인이 되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문을 잘 잠갔는지 

확인하고 집을 나섭니다.  

재해 등에 관한 문의：시청 방재위기관리과  TEL：0837-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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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발생하면 나가토시 지정 긴급대피장소・대피소(29 페이지～32 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모든 대피소가 모든 종류의 재해의 대피에 적합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위험지도 등을 통해 부근의 대피소・긴급대피장소의 상황을 미리 

확인하도록 합니다. 대피소를 모를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청 

방재위기관리과(TEL：0837-23-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①①①유야지역유야지역유야지역유야지역・・・・・・・・・・・・・・・・・・・・・・・・・・・・・・・・ＰＰＰＰ22229999    

②②②②헤키헤키헤키헤키・・・・후카와후카와후카와후카와・・・・센자키지역센자키지역센자키지역센자키지역・・・・・・・・・・・・ＰＰＰＰ30303030    

③③③③가요이가요이가요이가요이・・・・미스미지역미스미지역미스미지역미스미지역・・・・・・・・・・・・・・・・・・・・・・・・ＰＰＰＰ33331111    

④④④④유모토유모토유모토유모토・・・・시부키시부키시부키시부키・・・・다와라야마지역다와라야마지역다와라야마지역다와라야마지역・・・・・・・・・・・・ＰＰＰＰ33332222    
 

 
긴급대피장소 

재해발생 시 긴급하게 대피하고 일시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장소 

 
대 피 소 

재해발생 시 재해 피해자가 일정기간 지낼 수 있는 시설 

지정 긴급대피장소・대피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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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①①①유야지역유야지역유야지역유야지역    

 

 
 

№   명칭  №   명칭 

① ○ － 
야마구치현 어협 

오라지점 

 
⑧ ○ － 유야근로자체육센터  

② ○ － 무카쓰쿠공민관  ⑨ ○ － 유야카와라농업연수소  

③ ○ ○ 무카쓰쿠초등학교  ⑩ ○ － 와이와이어린이센터 

④ ○ － 우쓰카집락센터  ⑪ ○ ○ 라포르 유야  

⑤ ○ － 우쓰카다목적교류관  ⑫ ○ － 유야건강복지센터 

⑥ ○ － 구 이가미초등학교 건물  ⑬ ○ ○ 유야초등학교  

⑦ ○ － 히시카이중학교  ⑭ ○ － 구라오다교류관  

 

 

 

        

①①①①    

②②②②    

③③③③    

④④④④    

⑤⑤⑤⑤    

⑥⑥⑥⑥    

⑦⑦⑦⑦    

⑧⑧⑧⑧    

⑨⑨⑨⑨    

⑩⑩⑩⑩    

⑪⑪⑪⑪    
⑫⑫⑫⑫    

⑬⑬⑬⑬    

⑭⑭⑭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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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②②헤키헤키헤키헤키・・・・후카와후카와후카와후카와・・・・센자키지역센자키지역센자키지역센자키지역    

 

№   명칭  №   명칭 

① ○ － 아케보노엔   ⑬ ○ － 고요초등학교 

② ○ ○ 헤키중학교  ⑭ ○ － 나가토스포츠공원 

③ ○ ○ 헤키초등학교  ⑮ ○ ○ 후카와중학교 

④ ○ － 헤키보건센터  ⑯ ○ － 후카와초등학교 

⑤ ○ － 헤키농촌환경개선센터 
 

⑰ ○ － 
오쓰료쿠요고등학교 

오쓰캠퍼스 

⑥ ○ － 
오쓰료쿠요고등학교 

헤키캠퍼스 
 

⑱ ○ ○ 나가토종합체육관  

⑦ ○ － 헤키농촌활성화교류센터  ⑲ ○ ○ 센자키중학교 

⑧ ○ － 진덴초등학교 
 

⑳ ○ － 
오쓰료쿠요고등학교 

수산캠퍼스 

⑨ ○ － 주오공민관 
 

○21 ○ ○ 센자키초등학교 

⑩ ○ － 나 w 가토시보건센터  ○22  ○ － 센자키공민관 

⑪ ○ － 나가토 라보  ○23  ○ － 오미지마체육관 

⑫ ○ － 미노리보육원  ○24 ○ － 오히비공회당 

①①①①    

②②②②    

③③③③    

④④④④    

⑤⑤⑤⑤    

⑥⑥⑥⑥    

⑦⑦⑦⑦    

⑧⑧⑧⑧    

⑨⑨⑨⑨    

⑰⑰⑰⑰    

⑩⑩⑩⑩    

⑪⑪⑪⑪    

⑫⑫⑫⑫    

⑬⑬⑬⑬    ⑭⑭⑭⑭    

⑮⑮⑮⑮    

⑯⑯⑯⑯    

○○○○21212121     

○○○○22222222     

⑱⑱⑱⑱    

⑲⑲⑲⑲    

⑳⑳⑳⑳    

○○○○24242424     

○○○○232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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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③③③가요이가요이가요이가요이・・・・미스미지역미스미지역미스미지역미스미지역    

    

    

№   명칭  №   명칭 

① ○ － 가요이체육관  ⑧ ○ ○ 미스미중학교 

② ○ － 가요이공민관  ⑨ ○ － 
미스미공민관 

미스미농업자트레이닝센터 

③ ○ ○ 가요이초등학교  ⑩ ○ － 미스미보건센터 

④ ○ － 나가토농업자트레이닝센터  ⑪ ○ － 메이린초등학교 

⑤ ○ ○ 아사다초등학교  ⑫ ○ ○ 유멘 후레아이센터 

⑥ ○ － 미스미근로자스포츠센터  ⑬ ○ － 노바세 삼세대교류관 

⑦ ○ － 고지마어촌센터  ⑭ ○ － 무네토문화센터 

 

 

 

①①①①    

②②②②    

③③③③    

④④④④    

⑤⑤⑤⑤    

⑥⑥⑥⑥    

⑦⑦⑦⑦    ⑧⑧⑧⑧    

⑨⑨⑨⑨    

⑪⑪⑪⑪    

⑩⑩⑩⑩    

⑬⑬⑬⑬    

⑫⑫⑫⑫    

⑭⑭⑭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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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④④④유모토유모토유모토유모토・・・・시부키시부키시부키시부키・・・・다와라야마지역다와라야마지역다와라야마지역다와라야마지역    

    
 

№   명칭  №   명칭 

① ○ － 고요초등학교   ⑤ ○ ○ 다와라야마다목적교류광장 

② ○ － 나가토농업자트레이닝센터  ⑥ ○ － 다와라야마초등학교 

③ ○ － 오하타체육관  ⑦ ○ － 다와라야마공민관 

④ ○ － 다와라야마 유노이에      

 

  

 

  

 

  

①①①①    

②②②②    

④④④④    

③③③③    

⑤⑤⑤⑤    

⑥⑥⑥⑥    

⑦⑦⑦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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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５５５．．．．나가토시나가토시나가토시나가토시의의의의    공공시설공공시설공공시설공공시설    등등등등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전화를전화를전화를전화를    걸걸걸걸    때때때때    0837+0837+0837+0837+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청 등  출장소・공민관  보육원(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청   가요이출장소 28-0244  가요이보육원 휴원 중 

미스미지소   센자키출장소 26-1442  미노리보육원 22-2060 

헤키지소   다와라야마출장소 29-0041  미스미보육원 43-2211 

유야지소   우쓰카출장소(공민관) 32-1140  헤키보육원 37-2271 

교육위원회 23-1257  무카쓰쿠출장소(공민관) 34-1111   기와도보육원 37-2248 

소방서 22-0119  나가토시 주오공민관 23-1181  히시카이보육원 32-0029 

   가요이공민관 28-0008  무카쓰쿠보육원 34-0142 

   센자키공민관 26-0904  다와라야마유아원 29-0830 

   다와라야마공민관 29-0063  무네토유치원 43-0242 

   미스미공민관 43-0811  아동데이케어센터 23-1213 

   무네토문화센터 43-0617  

   헤키농촌환경개선센터 37-2340    

 

초등학교  문화시설・관광시설 등  스포츠시설 

가요이초등학교 28-

0234 

 르넷사 나가토 26-6001  나가토종합체육관 26-

6005 

센자키초등학교 26-

0414 

 라포르 유야 

(유야 주오공민관) 

33-0051  나가토농업자트레이닝센터 22-

4435 

후카와초등학교 22-

2426 

 구지라자료관 28-0756  후레아이파크 미스미 42-

1234 

고요초등학교 22-

2425 

 가네코 미스즈 기념관 26-5155  미스미농업자트레이닝센터 43-

0811 

다와라야마초등학교 29-

0833 

 가즈키 야스오 미술관 43-2500  다와라야마다목적교류광장 29-

0980 

메이린초등학교 43-

0011 

 무라타 세이후 기념관 43-2818  나가토스포츠공원 22-

1807 

아사다초등학교 43-

0759 

 일반도로 휴게소 센자키친 27-0300    

헤키초등학교 37-

2069 

 나가토 장난감미술관 27-0337  현의 기관 

진덴초등학교 37-

3012 

 나가토시 일자리센터 27-0360  나가토건강복지센터 22-

2811 

유야초등학교 32-

1102 

 오미지마 다카야마 

오토캠프장 

26-4430  나가토토목건축사무소 22-

2920 

무카쓰쿠초등학교 34-

0002 

 오미지마 후나코시 캠프장 26-3345  나가토농림수산사무소 37-

5600 

   유멘 후레아이센터 43-1000  나가토경찰서 22-

0110 

중학교  헤키농촌활성교류센터 

(기와도온천교류센터) 

37-4320    

센자키중학교 26-

0814 

 센조지키특산품판매소 37-3824    

후카와중학교 22-

2428 

 이가미해변공원 

오토캠프장 

33-3000    

미스미중학교 43-

0911 

 나가토시 

케이블 TV 방송센터 

23-1541    

헤키중학교 37-

2036 

      

히시카이중학교 32-

1104 

      

        

도서관       

시립도서관 26-5123       

도서관 유야분관 3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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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６６６．．．．나가토시나가토시나가토시나가토시    이외이외이외이외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상담창구상담창구상담창구상담창구    
    

○○○○일반재단법인일반재단법인일반재단법인일반재단법인    지자체국제화협회지자체국제화협회지자체국제화협회지자체국제화협회((((클레어클레어클레어클레어))))    

http://www.clair.or.jp/index.html 

(우)102-0083 도쿄도 지요다구 고지마치 1-7 소고한조몬빌딩 1・6・7 층 

TEL 03-5213-1730  Fax 03-5213-1741 

 

○○○○야마구치야마구치야마구치야마구치    외국인종합상담센터외국인종합상담센터외국인종합상담센터외국인종합상담센터((((야마구치현야마구치현야마구치현야마구치현    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협회    내내내내))))    

다국어 상담,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 법률 등의 

전문상담(변호사・행정사), 통역・번역서포터 소개 등. 

(우)753-0082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미즈노우에초 1-7 미즈노우에청사 3F 

TEL 083-995-2100  http://yiea.or.jp/ 

 

○○○○나가토나가토나가토나가토    일본어클럽일본어클럽일본어클럽일본어클럽    

https://www.facebook.com/nagatonihongo/ 

나가토시에서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지원과 일본어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7594101 나가토시 히가시후카와 1832 

TEL 080-2145-3440 

 

○○○○입국관리국입국관리국입국관리국입국관리국    인포메이션센터인포메이션센터인포메이션센터인포메이션센터    

https://www.visajapan.jp/chishiki3-2.html 

비자신청에 관한 상담 등을 무료로 하는 입국관리국의 인포메이션센터입니다. 

 

○○○○법테라스법테라스법테라스법테라스    다국어정보제공서비스다국어정보제공서비스다국어정보제공서비스다국어정보제공서비스    

https://www.houterasu.or.jp/multilingual/index.html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종합안내소 관련 정보제공서비스입니다. 

 

○○○○요리소이요리소이요리소이요리소이    핫라인핫라인핫라인핫라인((((다국어에다국어에다국어에다국어에    의한의한의한의한    상담서비스상담서비스상담서비스상담서비스))))    

https://www.since2011.net/yorisoi/ 

일, 생활, 마음, 가정, 금전, 질병 등 어떤 고민이든 진심으로 다가가 해결방법을 함께 

생각합니다. 

 

○○○○법무성법무성법무성법무성    외국어인권상담다이얼외국어인권상담다이얼외국어인권상담다이얼외국어인권상담다이얼    

http://www.moj.go.jp/JINKEN/jinken21.html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분들의 인권 관련 상담을 하는 전용 

상담전화(나비 다이얼;0570 으로 시작하는 발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다국어콜센터다국어콜센터다국어콜센터다국어콜센터    야마구치현관광연맹야마구치현관광연맹야마구치현관광연맹야마구치현관광연맹    

http://www.visit-jy.com/app/ 

야마구치현의 관광지, 맛집, 이벤트 정보 등 여행을 즐겁게 만드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일본어와 외국어 통역을 지원하는 다국어콜센터와도 연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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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외국인노동자외국인노동자외국인노동자    상담다이얼상담다이얼상담다이얼상담다이얼    

노동문제에 관한 법률적 설명과 관련기관 소개 등 외국인노동자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우)730-0012 히로시마시 주오구 가미핫초보리 6-30 히로시마합동청사 제 2 호관 

TELTELTELTEL 082-221-9242 

 

○○○○NPONPONPONPO 법인법인법인법인    AMAMAMAMDADADADA 국제의료정보센터국제의료정보센터국제의료정보센터국제의료정보센터    

https://www.amdamedicalcenter.com/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해 의료기관 안내・의료 전화통역을 하는 

NPO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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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메모메모메모    
                                       

     

 

 

 

 

 

 

 

  



 

 

 

 

 

 

 

 

 

 

 

 

 

 

 

 

 

 

 

 

 

 

 

 

 

 

 

 

 

 

 

 

 

 

 

 

 

 

 

 

 

나가토시나가토시나가토시나가토시    기획정책과기획정책과기획정책과기획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