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무성 

일본에서의 
생활가이드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서  문 
 

 일본에서 생활을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여러분이 일본에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 최소한도로 필요한 정보 
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일본입국 후 1개월 이내 및 3개월 이내에 
해야 할 일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였 
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일본에서의 생활이 안전하고 
쾌적하기를 기원합니다. 

【체크 리스트】 
（입국 후 1개월 이내의 확인사항） 
주거 
 거주할 곳은 찾았습니까? 
 임대계약 내용과 거주조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계약했습니까? 
주민등록 
 주민등록（시청에 주거 등록신고)을 
마쳤습니까? →주소를 정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의료・보험 
 주거지에서 가까운 진료소나 개인의원  
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공 의료보험（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험」,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까? 
교육 
 자녀가 다닐 학교를 정했습니까? 
취업 
 취업처는 찾았습니까? 
   →헬로워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취업시，노동조건에 대하여 본인이 직 
접 확인했습니까? 
지역 생활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쓰레기 분리 
수거 규칙을 알고 있습니까? 
 평소에（특히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큰 
소리(소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까? 
 이웃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역자치회 가입 등 지역사회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같은 나라 출신자가 만든 네트워크 등 
에 참가하여,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까? 
재해 
 재해시의 피난장소를 알고 있습니까? 
 
 
（입국후 3개월 이내의 확인사항） 
일본어 학습 
 일본어 학교나 일본어 교실 등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까? 
세금과 사회보험료 
 주민세 등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상담창구 연락처 리스트 
（※일부 언어는 상담가능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창구 
・외국인종합상담지원센터 
 （일본어，중국어，영어，포르투갈어，베트남어， 
    루마니아어，인도네시아어，벵갈어） 

 ℡：03-3202-5535 
법률문제 
・법 테라스（일본어，영어） 

 ℡：0570-078374 
인신매매문제 
・NGO인신매매여성상담센터（일본어,영어， 
 타갈로그어，태국어） 

 ℡：03-3368-8855，045-914-7008 
취업문제 
・도쿄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일본어，영어，중국어) 

 ℡：03-5339-8625 
・오사카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일본어，영어， 
 포르투갈어，스페인어，중국어） 

 ℡：06-7709-9465 
・나고야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일본어，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중국어，타갈로그어， 
 한국어） 

 아이치노동국노동기준부감독과 
  ℡：052-972-0253 
  토요바시노동기준감독처 ℡：0532-54-1192 

 
●통역을 배치하고 있는 전국의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일람 
（설치소에 따라，대응가능한 언어 및 취급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http://www.mhlw.go.jp/bunya/koyou/dl/12048.pdf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 
koyou_roudou/koyou/gaikokujin/index.html 
 
 

긴급일본어 

●도와 주세요!        助けて(TASUKETE)  
●도둑                     泥棒(DOROBOU)           
●경찰                     警察(KEISATSU)  
●화재                     火事(KAJI)  
●구급차                 救急車(KYUUKYUUSHA)  
●병원                     病院(BYOUIN) 
●서두르세요          急いで(ISOIDE) 
●그만하세요          止めて(YAMETE)      
●나가세요              出て行って(DETEITTE) 
●아프다                 痛い(ITAI) 
●폭력                   暴力(BOURYOKU)    
●질병                   病気(BYOUKI)           
●사고                   事故(JIKO)               
●부상                   怪我(KEGA)               
●지진                     地震(JISHIN)         
●높은 곳                高台(TAKADAI) 
●피난                     避難(HINAN)          
●일본어를 할 줄 모릅니다. 日本語話せません     
                         (NIHONGO HANASEMASEN)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이 인쇄물은
（재）자치단체국제화협회에서 제작한 『다언어 
생활정보』 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toko/visa/ 
index.html 
●내각부 정주외국인시책추진실 
http://www8.cao.go.jp/teiju-portal/jpn/ 
index.html 
●（재）자치단체국제화협회（CLAIR） 
http://www.clair.or.jp/tagengo/index.html 
●총무성 외국인주민기본대장실（주민등록관계）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
-gyousei/zairyu.html 
 

일상 일본어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ARIGATOU）   
●안녕하세요 (아침)  おはよう（OHAYOU）   
●안녕하세요 (낮)  こんにちは（KON-NICHIWA）  
●죄송합니다.       すみません（SUMIMASEN）  
●미안합니다.    ごめんなさい（GOMEN-NASAI） 
●나                 私 (WATASHI)   
●남편             夫(OTTO)  
●아내             妻(TSUMA)   
●가족              家族（KAZOKU）   
●어린이         子ども(KODOMO)  
●학교             学校(GAKKOU)   

긴급연락처 
 

・경찰  ℡：110 
 
・구급 ℡：119 
 
・화재 ℡：119 

제２판 
（2012년 ８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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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직 
 일본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공직업 
안정소(헬로워크)가 고용관리 개선이나 실업한 
경우의 재취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시 노동조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계약이란, 근무 
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노동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임금(급여)，노동 
시간 등의 노동조건을 명기한 서면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일본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모국어 번역본을 받아서 반드시 내용 
을 확인해 주십시오.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노동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계약기간 
 ・업무장소, 업무내용  
 ・업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정해진 노동시간     
    을 초과하는 노동의 유무,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   
  ・급료의 결정, 계산, 지불방법, 마감과 지불  
   시기 
 ・퇴직에 관한 것 
 

 회사에 노동조건이나 복무규정을 정한 「취업규 
칙 (회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어서의 생활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인사를 합 
시다. 지역의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본인의 이름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 간단한 자기소개를 합시다. 
 생활소음은 이웃주민과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이 됩니다.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는 물론, 평소에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은 지역(시구정촌)에 따 
라서 다르며, 또한 쓰레기 종류에 따라 버리는 
요일과 시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 
는 방법을 확인합시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시구정촌에나
「조나이카이(町内会)」나 「지치카이(自治会)」라 
고 불리는 주민조직이 있습니다. 활동은 주민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국적인 자도 주민 
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그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입국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일본어학습과 모국어의 유지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일본어는 극히 
중요합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장소로는 일본어교육 
기관인 「일본어학교」와 기타기관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일본어학교는 수업료가 필요 
하지만,  그 이외의 일본어교실이나 강좌는 
무료 또는 비교적 싼 비용으로 참가할 수 있 
습니다. 시구정촌이나 국제교류협회, 민간단 
체, 자원봉사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일본어 
학교나 강좌는 무료 또는 낮은 요금으로 제 
공되고 있으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교류협회나 
도도부현 또는 시구정촌의 관청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어린이의 모국어 유지에 대해서는 
자국민의 네트워크나 외국인학교로 문의해 
봅시다. 모국어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일 
본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본의 세금제도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은，외국국적의 
사람이라도 일정소득이 있으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의 세금은 크게 나누어 국가에 내는 
국세와, 도도부현・시구정촌에 내는 지방세 
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행정서비스 
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일본 입국후１개월 이내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주   거 
 일본의 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공공 
주택」，「자가소유주택」의 세 종류가 있습니 
다.  
 임대주택이나 아파트를 빌릴 때에는 계약 
을 맺습니다. 이것을 「임대계약」이라고 하 
며，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임대계약을 할 때에는 집세 외에，보증금，
사례금，중개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은，주민등록을 마칠 
것과 소득기준 등이 자세하게 정해져 있으 
므로, 그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사 
무소)나 UR도시기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에서는 집 
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 이외의 자가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일본 입국 후, 일 
시적으로 친구 등의 집에 머무르려고 생각 
하고 있는 경우에도，가능한 빨리 주거지를 
찾아야 합니다. 

의료・보험 
（의료） 
  일본에서는，일본어 이외의 언어로는 대응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상을 정 
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도，가능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과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으며，의료기관마다 대 
응 가능한 언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조사 
해 둡시다.  
 일본의 의료기관은 입원이나 검사 설비가 갖추 
어진 병원과, 평소 주거지 근처에서 손쉽게 이용 
하는 진료소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진료소에서 
진찰을 받고, 필요하면 큰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종교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치료에 제한이 
있는 경우나 알레르기 체질 등의 경우에는 사전 
에 접수담당자나 간호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원에 갈 때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면 그것도 
지참해야 합니다. 
（보험）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것이 
든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의 공공의료보험은 크게 나누어 회사나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건강보 
험」과，자영 업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면，기본적으로 
전국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료비의 30%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공의료보험에 가입 
해 있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일본국내에서 주소를 정한 경우, 주소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거지 시구정 
촌(市区町村)의 사무소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때, 외국인 가족 
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와의 관계 
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또한, 일본국내에서 외국인(일본국적을 가 
지지 않은 자)이 태어난 경우, 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시구정촌(市区町村)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함과 
동시에，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일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체류자격 
취득을 신청해 주십시오. 
  주민등록은 세대주(주거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집단의 주축이 되는 자) 또는 주소를 
정한 본인이 시구정촌 (市区町村) 의 사무 
소에 신고합니다. 
 

 체류카드 
 법무대신으로부터 중장기체류자에게 교부 
되는 「체류카드」는 일본에서의 신분을 증 
명하는 것입니다. 16세 이상인 자는 「체류 
카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교 육 
 일본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중학교3년，고등학교3년，대학4년
（단기대학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에게는 자녀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취학연령(만6세-만15세)의 외국 국적의 어린이 
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수업료의 부담 없이 
지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으로의 입학이나 
편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 국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학교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장래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입학 
이나 편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거주지 시구정촌(市区町村) 사무소에서의 상담 
을 권합니다.  

재  해 
 일본은，지진이나 태풍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소에 방재대책을 정비함과 동시에 
만약의 경우를 위한 피난장소를 확인해 둡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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