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판

마쓰에시 관광진흥부 국제관광과

松江市（まつえし）の Facebook ページです。
日本語（にほんご）と英語（えいご）を使（つか）っています。
松江市（まつえし）に住（す）んでいる外国人（がいこくじん）の皆（みな）さん、読（よ）
んでください。
Matsue city has a official Facebook page.
Posts will be in both Japanese and English so we hope all foreign residents will read them.
Matsue International Residents Support
URL https://www.facebook.com/matsue.international/
困（こま）ったときは、「国際観光課（こくさいかんこうか）
」へご相談（そうだん）くださ
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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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활편
Ⅰ－１ 전기
이사 후 처음으로 전기를 사용할 때는 차단기 스위치를「入」으로 바꾼 뒤 사용하십시오. 그
리고 집에 놓여 있는 전기사용신청서(엽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우송해 주십시오.
만약 전기가 들어오지 않거나 전기사용신청서가 없는 경우는 주고쿠 전력으로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가정용 전압은 100V, 주파수는 마쓰에시는 서일본에 속하므로 60㎐입니다.
（동일본은 50㎐） 이 외에 전기요금이나 절차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고쿠
전력 영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고쿠전력（주）마쓰에 영업소（고객센터）
℡0120-833-103

Ⅰ－２ 가스
마쓰에시에는 도시가스(LNG)와 프로판가스(LPG)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마쓰
에시 가스국이 공급하고 있으며 프로판 가스는 마쓰에시 가스국 또는 민간 가스업자가 공
급합니다.
마쓰에시 가스국에서 공급하는 가스를 이용하실 경우, 마쓰에 가스국으로 연락해 주십시
오. 또한, 당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어떤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주택 관리
자(부동산 등)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마쓰에시 가스국

℡21-0011

Ⅰ－３ 상수도
ⅰ 수도의 사용
처음으로 수도・하수도를 사용하실 때는 상하수도국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또한, 이사한 집의 우편함이나 집 안에 있는 「급수신청서(給水申込書)」에 필요사항을 기
재한 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ⅱ 요금 납부
수도요금과 하수도 요금은 일괄해서 청구하므로 반드시 수도요금과 하수도 요금의 합
계를 납부해 주십시오. 하수도가 없는 경우에는 수도요금만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사용자・요금 납부자를 변경할 때나 이사 등으로 사용 중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하수도국 고객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사하실 경우에는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5일 정도 전에 상하수도국 고객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ⅲ 수도의 수리
수도 설치나 수리 등의 공사에 대해서는 마쓰에시 수도사업 지정급수 장치공사 사업자
(이하 「지정업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지정 업자를 모르실 경우에는 상하수도국
의 홈페이지나 고객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지 내 공사는 전액 유료입니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은 집주인 혹은 관리 회사와
상담하신 후에 공사를 의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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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누수에 주의해주십시오.
누수는 지하나 벽 안 등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점검하
도록 합니다. 또한 누수는 수도 요금을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발견하시면 바로
수리해 주십시오. 수도계량기의 위치를 모르시는 분은 상하수도국 고객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별침이 돌고 있다면 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밸브를 잠가주세요.

누수 확인 방법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가주세요

밸브
잠그는 법

수도계량기의 별침(パイロット)을 확인해 주세요.

물을 잠그기 위해서는 꼭지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밸브(지수전)에는 레버식
도 있습니다.(레버식인 경
밸브(지수전)

※별침(パイロット)은 계량기에 물이 흐르는 양에 따라
돌아가는 속도가 변합니다. 천천히 돌면 소량, 빨리
돌면 많은 양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손잡이를 닫힘 쪽으로
밀어주세요)

별침이 멈춘 것을 확인해 주세요.

Ⅰ－４ 하수도
하수도에 관해서는 상하수도국 유지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배수가 잘되
지 않는 등의 배수관 막힘이 원인이라고 의심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상하수도국 유지관리과
혹은 마쓰에시 하수도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에 문의하십시오.
※집 안의 배수시설 점검・청소 등은 사용자의 책임이며 업자에게 의뢰할 경우 유료인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청 하수도국 고객 센터 ℡55-4888

Ⅰ－５ 우편
편지나 엽서는 길거리에 있는 빨간 우체통에 넣으면 배달이 됩니다. 우체통에 들어가지
않는 큰 물건이나 소포, 등기 등은 우체국에 직접 가지고 가십시오. 우표는 우체국 이외에
도 〒마크 간판이 있는 가게에서 판매합니다.
①국내우편
편지, 엽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전국 동일 요금입니다.
②국제우편
통상우편에는 편지（항공 메일 포함）, 우편엽서, 인쇄물, 소형 포장물, 점자우편 등 5
종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소포, EMS（국제특급우편）, 국제 레택스(우체국이 배달하는
팩스 통신문)가 있습니다. 항공편, 배편, SAL편(이코노미 항공편) 등이 있으며 지역과
무게에 따라 요금이 다르므로 우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우편사업 주식회사 마쓰에 지점
마쓰에시 히가시아사히마치 138

℡28-9759

2

Ⅰ 생활편
Ⅰ－６ 전화
①전화
전화 설치나 고장, 이전 등에 관해서는 NTT영업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⑴설치・이전・요금에 대해서 116（무료, 일본어）
⑵고장
113（무료, 일본어）
⑶번호안내
104（ ※ , 일본어）
※월 1회 안내는 60엔, 2회부터는 90엔. 심야・이른아침（23시～다음날 아침 8시）에는 1
회당 150엔, 공중전화에서 걸 때는 횟수,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1회당 100엔.
②국제전화 거는 법
2001년 5월 1일부터 국제전화임을 나타내는 「010」을 누르는 새로운 다이얼 방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이얼 순서에 대해서는 각 전화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Ⅰ－７ 인터넷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ISP(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통칭 「프로바이더」)라고 불
리는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기업과 회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접속 회선의 종류에는 「전화 회선」,「CATV 회선」,「광파이버 회선(光
ファイバー回線)」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회선에 따라 컴퓨터 이외의 필요한 기기
는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프로바이더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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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활편
Ⅰ－８ 쓰레기 배출, 분뇨처리
ⅰ 쓰레기봉투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용 봉투(분홍색)와 금속쓰레기봉투（파란색）, 플라스틱제
포장용기・종이포장용기용 봉투（투명）에 따로따로 넣어서 배출하십시오. 지정 봉투는 슈
퍼마켓 등에서 판매합니다.
종이봉투나 일반 비닐봉지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헌종이(신문, 잡지 등)는 종류별로 십자로 묶어서 버리거나 상자 혹은 봉투에 넣어 버릴
수 있습니다. 상자 혹은 봉투에는 꼭 품명을 적어 주십시오.
식품용 깡통, 병, 페트병은 리사이클 스테이션에 버리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자원과 쓰레기 분리방법・버리는 법 팸플릿」
（일본어판, 영어판, 한국
어판, 중국어판）을 참조하십시오.
ⅱ 쓰레기 수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각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금속 쓰레기・플라스틱제 포장용기・종이포장용기・자원쓰레기（폐지・헌옷류）・
대형생활폐기물（연 2회）로 나눠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일에 관해서는 지역별「자원・쓰레기 수거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쓰레기는 정해진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정해진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버리십시
오. 정해진 날 이외에는 버리지 마십시오.
문의
리사이클 도시 추진과 청소총무계 ℡55-5281
계발지도계 ℡55-5678

ⅲ 분뇨수거
수거를 희망하실 경우 리사이클 도시추진과, 본청 현관 안내창구 또는 각 지소 시민
생활과에서 소정의 용지에 기재한 후 신청해 주십시오.
분뇨 수거일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수거일은 일정표의 「마을 이름」과 「수거일」을 확
인해 주십시오. 수거를 희망하시는 분은 수거날 당일까지 「청소일(清掃日)」의 깃발을 잘
보이는 곳에 둔 뒤, 반드시 「분뇨처리권」을 준비하신 후 기다려 주십시오. 「분료처리권」
이 부족한 경우 「분료처리권납부청구서」를 교부하니 부족분은 다음과 같이 제출해 주십
시오. (리사이클 도시추진과 또는 각 지소에 부족분의 분뇨처리권을 제출해 주시거나 분
뇨정리권을 판매점에서 구입하신 후 다음 수거일에 작업인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전회
부족분의 「분뇨처리권」을 제출하신 않은 경우에는 제출 후 수거합니다.)
문의
리사이클 도시 추진과 청소총무계

℡55-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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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활편
Ⅰ－９ 금융기관 이용
ⅰ 계좌 개설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신청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계좌 개설시 필요한 것
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인감
②재류 카드 혹은 여권
※창구 업무시간은 은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3：00까지이며 우체국
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4：00까지입니다. （마쓰에 중앙우체국은 오
후 6：00까지）
ⅱ 외국으로 송금
은행에서는 전신송금, 우편송금, 송금수표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전
신환송금과 보통환송금이 있습니다.
취급하고 있는 곳은 우체국 중에서는 마쓰에 중앙우체국 및 시내 특정우체국입니다.
은행 중에서는 비교적 큰 은행인 산인고도은행, 시마네은행 등으로 「Foreign Exchange
Bank」 표시되어 있습니다.
ⅲ 외화환전
시내 몇 곳의 은행 및 우체국(마쓰에 중앙우체국・마쓰에 가와쓰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ⅳ 현금카드
계좌를 개설할 때 현금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카드가 있으면 예금, 출금, 입금
및 통장정리나 통장잔액조회가 ATM（현금자동지급기）으로 은행업무시간 외에도 가능합
니다.
※ 일본의 ATM이용 시간은 24시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
습니다. 각 금융기관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다르니 확인해 주십시오.
ⅴ 세븐은행
일본의 ATM에서 자신의 현금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
니까? 세븐일레븐 편의점 내에 있는 ATM이라면 언제든 일본 엔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
다. 세븐은행의 ATM은 일본 전국에 23,000대 이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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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활편
Ⅰ－１０ 학교(유치원)에 입학할 때
일본의 교육제도는 의무교육 9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
년입니다.
ⅰ 입학, 전학에 관한 문의
시립유치원
（ 국립･사립 유치원은 각 유치원에 직
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초등학교
（국립 초등학교는 각 초등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학교
（ 국립･사립 중학교는 각 중학교에 직
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 사립고등학교는 각 고등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과 보육유치원계

℡55-5313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 보건체육계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 학사계

℡55-5428
℡55-5416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 보건체육계
학교교육과 학사계

℡55-5428
℡55-5416

마쓰에시립 여자고등학교
현립고등학교 현청 교육위원회 고등학교 교육과

℡39-0216
℡22-5410

고등전문학교

마쓰에 공업 고등전문학교

℡36-8211

대학, 대학교

시마네대학
현립 시마네여자단기대학

℡32-6100
℡26-5525

Ⅰ－１１ 아동복지와 보육원
ⅰ 각종수당
수당

문의처

내용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중학교 수료 전의 아동, 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
됩니다.

아동부양 수당

아동（18세가 되는 연도 말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등（지급요건, 소득제한 있음）

기타

한부모 가정 관련 제도

특별아동 부양수당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분에게
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급받기 위해서는 신
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득제한 있음)

장애아 복지수당

20세 미만으로 장애가 있는 분에게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수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소득제한 있음)

육아지원과

℡55-5335

장애인복지과 ℡55-5945
℡55-5309

ⅱ 보육원 입소
보호자의 직장생활(구직 중도 포함), 출산이나 질환, 간병 등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보
육이 어려운 아동을 보육원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문의
육아과 유치원 보육원 관리계

℡55-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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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활편
Ⅰ－１２ 공영주택
공영주택에는 시영주택과 현영주택이 있습니다. 신청모집은 그때그때 시보에 공지합니다.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접수 후 공개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시영주택이나 현영주택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격이나 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신청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영주택
현영주택

건축지도과 주택정책계
시마네현 주택공급공사
마쓰에 주택관리사무소

℡55-5393
℡22-3250

Ⅰ－１３ 시내교통
ⅰ 버스
중앙의 문으로 승차하신 후 번호표를 뽑습니다. 버스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버스 카드
를 카드 판독기에 통과시킨 후 승차합니다. 하차할 정류장 가까워지면 벨을 눌러 버스 기
사에게 알립니다.
요금은 차내 전방에 있는 전광판과 자신의 번호표의 번호와 같은 번호의 금액을 요금
함에 넣습니다. 버스카드는 요금함 위에 있는 카드판독기에 통과시킨 뒤 버스에서 내립
니다. 차내에서 천 엔과 오백 엔은 잔돈으로 바꿀 수 있으나 혼잡하거나 주행 중에는 버
스가 흔들려서 위험하오니 미리 잔돈을 준비해 주십시오.
시내 노선에는 마쓰에시교통국(시영 버스), 이치바타 버스, 히노마루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영・이치바타 버스 등이 있습니다.
JR마쓰에역 앞의 마쓰에 국제관광안내소에서 노선안내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ⅱ 전철(JR, 민간 전철)
단거리 표는 자동발매기로 구입하며 장거리나 특급권, 지정석표 등은 JR미도리 창구에
서 구입합니다. 규모가 작은 역은 역무원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그 때는 전철 안에서 기
사님께 구입합니다.
문의
마쓰에시 국제관광안내소
JR 마쓰에 역
마쓰에시교통국(시영 버스)
이치바타 버스
이치바타 전철（민간）

℡21-4034
℡21-3219
℡60-1111
℡20-5200
℡2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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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활편
Ⅰ－１４ 운전면허
ⅰ 일본에서의 운전
다음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는 일본 국내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①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 운전이 가능한 규정은 「1949년 9월 19일의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에 의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스위스, 슬로베니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및 대만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⑴해당 국제운전면허증 등이 유효할 것
⑵일본에 입국한 지 1년 이내일 것
※주의：일본 국내에 주민표가 있는 자나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일본에서 출국하여 국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재입국했을 때는 출국한 뒤 입국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인정됩니다.
②외국 정부가 발행한 「외국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 외국 면허를 제시하고 운전면
허시험(일부 면제)에 합격하여 일본의 운전면허를 교부 받은 경우.
③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일본 운전면허증의 교부 받은 경우.
ⅱ 면허 변경 방법
변경수속을 위해서는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나서 그 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
하며 일본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의 수험자격(연령 등)이 되는 분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
가 필요합니다.
①필요서류 등
⑴운전면허 신청서（신청장소에 있음）
⑵외국 운전면허증（유효기간 이내인 것）
⑶외국 운전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
아래 중 어느 한 곳에서 작성한 것에 한합니다.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행정기관 또는 그 나라의 영사관
・일본 자동차연맹（JAF）
（시마네지부의 연락처는 ℡0852-25-1123）
http://www.jaf.or.jp/inter/f_index5.htm
⑷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여권, 출입국 기록증명서 등
⑸주민표（이하 중 어느 하나）
・주민표（본적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또는 재류카드 등
・외무성이 발행하는 신분증명서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⑹사진 1장（세로 3.0㎝×가로 2.4㎝）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무배경인 것으로 컬러, 흑백 둘 다 가능）
⑺시험수수료
⑻기타 서류
・외국운전면허증에 발급(취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과거에 일본운전면허증을 취득했던 분은 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국제운전면허증
②신청방법
신청은 예약해야 합니다. 전화로 신청해 주십시오.
③신청할 때에 확인내용 및 시험내용
⑴확인내용
・운전경력에 관한 것
・운전에 필요한 지식, 기능에 관한 것
⑵시험내용
・적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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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활편
④기타
⑴운전면허 신청을 하시는 분이 일본어 회화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어 통
역이 가능한 분과 동행해 주십시오.
⑵합격한 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교부를 하므로 교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문의
시마네현
마쓰에시
시마네현
마쓰에시

운전면허센터
우치데쵸 250-1
경찰본부
도노마치 8-1

℡36-7400
℡26-0110

Ⅰ－１５ 애완동물을 키울 때는
ⅰ 애견 등록과 광견병 예방주사
①생후 91일 이후의 애견은 반드시 등록해 주십시오. （평생에 1번）
②등록은 리사이클 도시 추진과 ・각 지소 및 시내 동물병원에서 접수합니다.
수수료는 3,000엔입니다.
③기르던 애견이 죽었을 때나 양도받았을 때, 주인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30일 이
내에 리사이클 도시 추진과 ・각 지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④개에 물렸을 때 광견병 바이러스로 인해 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견병 예방
주사를 매년 맞히십시오.
⑤광견병 예방주사는 시내 동물병원(사전에 전화로 확인)에서 맞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의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받을 때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5월에는 공민관 등 시내 각 지역에서도 광견병 예방을 위한 집단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년 마쓰에 시보 4월호에 게재）
광견병 예방주사 필증 교부 수수료는 550엔입니다.
ⅱ 개나 고양이 등의 사체를 처리하고 싶을 때는
①기르던 개・고양이 등의 경우
리사이클 도시 추진과 혹은 각 지소로 가지고 오십시오. 수수료는 510엔
②차에 치어 죽은 개・고양이 등의 경우
평일…리사이클 도시 추진과（전화:55-5279）
휴일, 야간…당직（전화:55-5555）
문의
리사이클 도시추진과 미화추진계 ℡55-5279

ⅲ
개나 고양이의 사육방법 및 관리에 대해
①개 목걸이에 허가증과 접종필표를 반드시 다십시오. (광견병 예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
니다)
②애완동물은 방목하지 마시고 개는 목줄을 매시고 고양이는 실내에서 사육해주십시오.
③산책 중에 개가 배변을 한 경우에는 뒤처리한 뒤 반드시 집에 가지고 가십시오.
④애완동물의 짖는 소리나 분뇨가 이웃에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잘 길들이십시오.
⑤개나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마쓰에 보건소(61-8875)로 신고해 주십시오.
⑥들개와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⑦개나 고양이를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새 주인을 찾아 주십시오. 새 주인이 나타나
지 않을 때는 마쓰에 보건소（전화:61-8875）로 상담해 주십시오.
문의
마쓰에 보건소 동물 애호 추진과

℡61-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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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수속편

法律手続編

法律手续编

Legal Requirements

法律手続編

法律手续编

법률수속편

Legal Requirements

Ⅱ 법률수속편
Ⅱ-１ 재류자격
ⅰ 재류 자격 변경 등의 절차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재류 자격 이외의 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재류 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할 경우, 재류 자격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류 기간의 갱신,
재입국 허가 등의 절차는 주거지를 담당하는 입국관리국(출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출두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재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재류 자격의 변경, 재류 기간의 갱신
②현재 재류 자격에 없는 활동을 할 때
③영주를 희망할 때
④일본을 출국하여 다시 입국할 때
⑤재류 자격의 말소, 일본에서 출생한 분의 자격 취득
문의처
히로시마 입국관리국 마쓰에 출장소
마쓰에시 무코지마쵸 134-10 ℡21-3834
접수시간 평일 9:00~12:00 13:00~16:00

Ⅱ-２ 주민등록
외국인 주민도 출입국 또는 마쓰에 시내로 이사할 때 주소를 신고하거나, 다른 지자체로
이사할 때에는 전출신고와 함께 새로 이사하는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종류

시기

입국 주소 신고

주소지가 정해진
후 14일 이내

시내 주소지 이동

주소지가 정해진
후 14일 이내

마쓰에시외에서
이사왔을 때

주소지가 정해진
후 14일 이내

마쓰에시외로
이사갈 때,
해외로 출국할 때

이사, 출국하기
14이전

세대주와 관계 변동이
있을 때

변동이 생긴 후
14일 이내

재류자격 변경에 의한
주소지 신고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담당부서
시민과 종합창구센터 신고접수 창구

준비물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여권
・일시비호 허가서 또는 임시체재허가서(소지하신 분만)
※입국시에 재류카드를 받지 않고 여권에 「在留 カ ー ド を 後日交付 す
る」라고 적힌 분은 여권을 지참하세요
※동일세대의 세대주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과 세대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개인번호통지 카드 또한 개인번호카드
・일시 비호 허가서 또는 임시 체재 허가서(소지하신 분만)
・국민건강보험증,각 의료증(소지하신 분만)
・전출증명서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개인번호통지 카드 또한 개인번호카드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개인번호통지 카드 또한 개인번호카드
・일시 비호허가서 또는 임시 제채허가서(소지하신 분만)
・국민건강보험증, 각 의료증(소지하신 분만)
・인감증명서(소지하신 분만)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일시 비호허가서 또는 임시 제채허가서(소지하신 분만)
・국민건강보험증, 각 의료증(소지하신 분만)
・재류카드
・여권

℡5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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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률수속편
Ⅱ-３ 각종신고
※신고의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모국의 대사관, 영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ⅰ 혼인신고
일본에서 결혼하실 때는 시청의 호적 창구 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주십시오.
결혼제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므로 제출서류도 국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남편도 부인도 외국인인 경우
⑴여권
⑵개인번호통지 카드 또는 개인번호 카드
⑶혼인신고서
⑷혼인요건 구비증명서(모국의 법률에 따라 결혼이 가능함을 적은 서류) 및 일본어
번역본
⑸이 외에 마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시청의 호적 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②남편이나 부인 중 어느 한쪽이 일본인인 경우
⑴여권
⑵개인번호통지 카드 또는 개인번호 카드
⑶혼인신고서
⑷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및 그 일본어 번역본
⑸마쓰에시에 본적이 없는 사람은 호적등(초)본
※ 결혼에 의한 성명 변경은 모국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모국의 대사관 ・
영사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출생신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주십시오. 출생 신고 시에는 부모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신 후 시청 보건복지과에서 전달할 것이 있으므로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예방접종 등에 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접수 시 필요한 것
⑴모자수첩
⑵건강보험증
이 외에도 다음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⑴여권 수령… 재일 대사관에서
⑵재류 자격, 재류 기간의 허가신청… 출생 후 30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서
ⅲ 사망신고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 일본 국내에서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안 7일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류 카드도 사망신고서 제출할 때 함께 반납해 주십시오.
ⅳ 이혼신청
이혼 시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시청 호적 창구에 이혼신고를 해 주십시오.
담당부서
시민과 종합창구센터 호적창구

℡5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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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률수속편
ⅴ 인감등록
일본에서 인감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를 표하는 중요한 도장으로 차를 사거나 집을
계약하는 등의 거액 거래를 할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감등록증명서는 등록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합니다.
①인감등록
등록할 인감과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해주십시오.
수수료는 1건당 300엔입니다.
등록 후 인감등록증을 배부합니다.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성명 또는 통명(일본식 이름)으로 표기되어있지
않은 것, 심하게 마모되었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등 등록할 수 없는 인감도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②인감등록증명서의 발행
인감 등록증과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해주십시오.
수수료는 1통에 300엔입니다.
담당부서
시민과 종합창구센터 신고접수 창구

℡55-5253

ⅵ 특별영주자 증명서 신청 철차
①유효기간 갱신 수속
・필요 서류
⑴특별영주자 증명서 또는 재류카드
⑵여권
⑶사진 1장(16세 미만은 필요 없음)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본인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것
세로 4㎝×가로 3㎝
무배경, 모자를 쓰지 않은 채로 어깨부터 정면으로 찍힌 것
②기간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단 만료일이 16세 생일날인 경우는 생일의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가
됩니다.
※이미 16세 생일이 지난 분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③아래의 경우에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⑴증명서 분실, 오염 등으로 재발행할 필요가 있을 때
⑵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할 때 등
담당부서
시민과 종합창구센터 신고접수 창구

℡5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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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률수속편
ⅶ 세금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대부분은 세금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일본에서 사는 분은 모두 각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시세
⑴시민세

1월 1일 현재 마쓰에시에 살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전년도 소득에 따라서 과세됩니다.

⑵경자동차세
차종별할인
⑶고정자산세

4월 1일 현재 경자동차나 원동기 자전거를 소유하시는 분에게 과세됩니다.
1월 1일 현재 토지, 가옥 등을 소유하시는 분에게 과세됩니다.

②국세, 현민세
⑷소득세

개인의 1년간 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⑸소비세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율은 10%입니다.

⑹자동차세

4월 1일 현재 자동차(경자동차, 원동기 자전거 제외)를 소유하시는 분에게 과세됩니다.

담당부서
⑴
⑵
⑶
⑴～⑶
⑷⑸
(6)

시민세과
시민세과
고정자산세과
세무관리과
마쓰에 세무서
마쓰에총무사무소

℡55-5151
℡55-5154
℡55-5161
℡55-5141
℡21-7711
℡32-5623

ⅷ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국민 생활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나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후생연금 등에 가입된 분이나 배우자 같은 부양가족은
회사에서 신청합니다.
그 외의 분들은 시청에서 가입 신청을 해주십시오. 보험료는 일본연금기구에서 후일
발송하는 납부 용지 등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16,540엔
(2020년 기준)입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에는 면제 제도가 있으니 시청에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기초연금』『장애기초연금』『유족기초연금』등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또 가입(납부)하신 분이 연금을 받지 않고 귀국한 경우에는 탈퇴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연금기구 연금 다이얼 0570-05-1165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연금계

℡5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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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료편
Ⅲ－１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국보)은 가입자 전원이 수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여 병에 걸리거나 상
처를 입었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일본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보
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근무처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
다.
ⅰ 국민건강보험 관련 신고
가입
탈퇴

그 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을 한 사람
출국 시
다른 시정촌으로 전출시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시
사망 시
시내에서의 주소 변경시
보험증을 분실했을 시
세대주나 이름이 변경 되었을 때

신고 시 필요한 것
재류카드
국민건강보험 보험증
국민건강보험 보험증과 인감
국민건강보험 보험증, 직장의 건강보험증, 인감
국민건강보험 보험증과 인감
국민건강보험 보험증과 인감
본인 증명이 가능한 것과 인감
국민건강보험 보험증과 인감

※본인 증명이 가능한 것을 지참하여 14일 이내로 반드시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 시에는 마이넘버(개인번호)를 기재해야 함으로 개인번호 카드 또한 통지카드를 지참해
주십시오.

담당부서
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연금계 ℡55-5263

ⅱ 국민건강보험의 급부
급부 종류
요양 급부
(통상적인 의료비)
고액 요양비

급부 내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통원시 발생한 의료비 중 일부만 부담하시면 됩니
다.
미취학 아동………20% 부담
취학아동~69세………30% 부담
70세~74세………20%・30% 부담
1개월 동안 지불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시 그 초과한 금
액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했을 때 또는 임신 4개월 이상으로 유산,
사산했을 경우 40만 4천엔(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 대상인 경우는
42만 엔)을 지급합니다.
출산 육아 일시금 직접 지불제도

출산・육아 일시금

요양 급부
(통상적인 의료비)

출산 육아 일시금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제도입
니다.
출산을 위해서 입원할 때 병원에서 수속을 해주세요.(일본 내 병원 한정)
일시금이 출산비용을 지불하고 남을 경우에는 청구하시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3만 엔을 지급합니다.

필요한 것

보험증
보험증, 인감, 영수증, 입금
계좌
・보험증
・인감, 모자건강수첩
・입금계좌
・직접지불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또는 이용했다
는)동의서, 비용 명세서,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것
보험증・인감
입금계좌

※신고 시에는 마이넘버(개인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개인번호 카드 또한 통지카드 및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주십시오. 또한 재류 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지참
해주십시오.
담당부서
보험연금과 급부관리계 ℡55-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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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료편
ⅲ 보험료 납부
보험료는 1년분을 10회로 나눠서 6월부터 다음 해 3월에 걸쳐 납부합니다. 납부기한
은 매월 말입니다.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차압 혹은 급여의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연금계 ℡55-5269
보험연금과 수납계 ℡55-5267

Ⅲ－２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일본의 의료기술 수준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나 진찰 방법이 모국과
달라 당혹스러워도 우선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상담 가능한 가까운 동네 단골 의사를 찾아 둡시다. 종교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나 치료에 제한이 있는 경우 혹은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치료 전에 접수 혹은 간호사
에게 알려주십시오.
병원에서는 먼저 접수창구에서 보험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처음 가는 병원에서는 진료시
간 예약이 대부분 불가능하며, 당일 접수 순서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찰 접수시간은 병원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진찰, 치료가 끝나면, 접수창구에서 진찰료,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마쓰에 병원 일부를 20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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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료편
Ⅲ－３ 엄마와 아이의 건강
ⅰ 임신했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종류

임
신
했
을
때

임신사실 신고 시 교부합니다.

(2)아기수첩

육아에 관한 정보지입니다. 임신사실 신고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임신부, 유아 건강검진표 발행
(4)임신에 관한 상담
(5)예비아빠,
예비엄마교실(예약제)
(6)조산시설

아
기
가
태
어
났
을
때

내용

(1)모자건강수첩 교부

(7)출산육아 일시금

공공 비용으로 16회(임신 14회, 육아 2회)의 검진을 진찰받을 수
있는 진찰표를 모자건강수첩과 함께 발행합니다.
건강추진과(보건복지종합센터), 각 지소 시민생활과에서 보건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강좌입니다. 수강에 관해서는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이유로 입원 출산이 어려우신 분 중 출산 육아 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마쓰에 시립병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산 시 가입한 건강보험에서 40만 4천 엔(산과의료보장제도 대상
인 경우 42만)이 지급됩니다. 마쓰에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출생신고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급(P14 참고)

(8)예방접종수첩 교부

출생신고 시 교부됩니다.

(9)아기 방문

출산 후, 조산사, 보건사가 방문해 육아나 산후의 건강에 관한 상담
을 받습니다.

(10)아동수당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출생신고 시 담당 부서에 신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⑴～⑸、⑻、⑼
⑹
⑺
⑽

육아지원센터
가정상담과
보험연금과 급부관리계
육아지원과

℡60-8155
℡55-5210
℡55-5265
℡55-5335

ⅱ 영・유아기의 건강체크, 건강상담
①영・유아의 건강진단
출생 후 5살까지 아래의 건강검진을 국가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종류
1개월 유아건강검진
(개별검진)
4개월 유아건강검진(집단검진)
*보건복지 종합센터

내용
검진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에서 진찰
일정 등에 관해서는 개인통지합니다.

10개월 유아건강검진(개별검진)

검진표로 의료기관에서 진찰

1년6개월 유아건강검진(집단검진)
*보건복지 종합센터

일정 등에 관해서는 개인통지합니다.

3세 유아건강검진(집단검진)
*보건복지 종합센터

일정 등에 관해서는 개인통지합니다.

5세 유아건강검진(집단검진)
*보건복지 종합센터

설문지로 아이의 발달 장애의 징후와 그 경향을 파악하신 후 희
망하시는 분에게는 집단검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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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유아의 건강상담
육아에 관련된 건강상담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종류

내용
6~8개월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중기 강습
9~11개월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후기 강습을 보건복지 종
합센터, 가시마후레아이관(타쿠노유 온천 옆)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제)

이유식・치아교실
영・유아의 건강상담

각 지소, 보건복지 종합센터 등에서 보건사가 상담합니다.

장기 요양 아동의 상담・생활지원

질병 등에 이유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이나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아이를 위한 상담 혹은 가정방문 등을 각 지
구 담당 보건사(건강추진과, 각 지소 시민생활과)가 시행하
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육아지원센터

℡60-8155

③영・유아의 예방접종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다음 예방접종을 통해 전염병을 예방합시다.
종류
BCG(결핵)
B 형간염
HIB(뇌수막염)
소아폐렴구균
4종 혼합
수두
홍역, 풍진혼합(MR)
일본뇌염

대상
생후12개월 미만
생후12개월 미만
생후2개월~5개월미만
생후2개월~5개월미만
생후3개월~7세6개월미만
생후12개월~36개월미만
①제 1기
생후12개월~24개월 미만
②제2기
유치원, 보육소의 고학년
표준：3세~7세6개월미만

접종방법
집단접종(1부개별)

지정의료기관에서 개별접종

시기

4~3월

※접종비는 무료입니다.
담당부서
육아지원센터

℡60-8155

ⅲ 어린이 의료비 지원 제도
마쓰에시에서는 영・유아 등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출생신고 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시에는 보험증과 인감이 필요합니다.
대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연령

소득제한

0세~초등6학년

없음

중1학년~20세미만

없음

지원 범위
입원, 통원 모두 지원
보건진료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 등에서는 부담 없음
만성 호흡기 질환 등 16개 질병군 인증자의 입원만을 지원
총의료비의 10%(단 부담금 상한 2,000엔)

※보험적용 외의 비용과 입원 시의 식사비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육아지원과 ℡5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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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의료비 제도
종류
⑴미숙아 양육의료
⑵양육의료(18세 미만)
⑶소아만성특정질병의료

담당부서
⑴、⑶ 육아지원과
⑵
장애인복지과

내용
미숙아로 치료가 필요한 아이의 입원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신체장애 또는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인정되는 질환이
있는 아동으로 그 장애를 제거 혹은 경감하는 수술 등 치료로 확실한 효과가
기대되는 아이에게 치료비를 보조합니다.
소아만성특정질병 등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55-5326
℡55-5945

Ⅲ－４ 청・장년기의 건강
ⅰ 건강 검진
시에서 실시하는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직장에서 건강 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는 분에 한합니다.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마쓰에시가 발행한 검진권이 필요합니다.
종류
일반
건강 검진
특정 건강
검진
후기 고령자
건강 검진
위암 검진

대장암 검진

폐암 검진
자궁암
검진
유방암
검진

대상
20세~39세인 분
20세 이상으로 생활보호 수급 중인 분
(단 40~74세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
증 발행처가 실시하는 검진의 대상임)
마쓰에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40~74
세인 분
75세 이상인 분, 65세 이상으로 후기고령
자의료 피보험자증 소지하신 분

구분

실시시기

개별

6~10월

의료기관

단체

6~9월

각 지소 시민생활과,
}예약제
신지(宍道)건강 센터

（바륨 검사）

개별

40세 이상인 분

단체

（카메라 검사）50세이상인 분

6~3월

지정의료기관(예약제)
검진장소에서 직접접수

개별

6~3월

지정의료기관(예약제)

단체

6~3월

우편
발송

1~2월

검진장소에서 직접접수
시마네현
환경보건 공사
JA 후생농업협동
조합연합회
JA 각 지점

40세 이상

개별

40세 이상
60세 이상은 결핵검진 포함

접수, 문의

지정의료기관(예약제)
6~3월

단체

20세 이상의 여성
HPV(인유두종 바이러스)병용은 25세이상
40세 이상의 여성

개별
단체
개별
단체

검진 장소에서 직접 접수
6~3월
6~3월
6~12월

지정의료기관(예약제)
검진장소에서 직접접수
지정의료기관(예약제)
시마네현 환경보건 공사
(예약처)
TEL61-8077

전립선암
폐염 바이러
스 검진
치주질환
검진
후기 고령자
치주질환
검진

담당부서
건강추진과

50세 이상 남성

개별

40세 이상부터로 지금까지 마쓰에시가 시
행한 폐염 바이러스 검진을 받은 적이 없 개별
는 분
40세、50세、60세로
생애전환기에
개별
해당되는 분
76～85세인 분

개별

℡60-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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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월

지정의료기관(예약제)

6~3월

지정의료기관(예약제)

6~3월

지정치과 의료기관(예약제)

6~12월

지정치과 의료기관(예약제)

Ⅲ 의료편
ⅱ 고령자 예방접종
종류

대상
▪연도 내에 65・70・75・80・85・90・95・100
세가 되는 사람
▪60~64세 가운데 심장, 신장, 호흡기나 면
역 등에 장애가 있는 사람
▪65세 이상
▪60~64세 가운데 심장, 신장, 호흡기나 면역
등에 장애가 있는 사람

고령자
폐렴구균
고령자
인플루엔자

담당부서
육아지원센터

접종방법과 비용

기간

개별접종
일부 보조해 드립니
다.

4월~3월

개별접종
일부 보조해 드립니
다.

10월~1월

℡60-8155

ⅲ 복지의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하시면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 진
단서와 민생위원의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①65세 이상으로서 3개월 이상 계속 병상에 누워 계신 분
②중증의 지적장애인(아동 포함), 신체에 상당한 장애를 가진 지적장애인(아동 포함)
③중증의 신체장애인
④중증의 정신장애인(아동 포함), 신체에 상당한 장애를 가진 정신장애인(아동 포함)
⑤한 부모 가정(모자 혹은 부자)으로서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을 양육하
고 있는 분, 또는 그 자녀
※ 입원 시의 식사비는 지원 대상 외입니다.
담당부서
육아지원과

℡ 55-5335

ⅳ 후기 고령자의료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기 고령자의료제도의 대상이 되며, 의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비율은 의료비의 10% 또는 30%가 됩니다.
①75세 이상인 분
②65세 이상 75세 미만으로 일정의 장애 판정을 받은 분
담당부서
보건연금과 고령자의료계

℡55-5325

ⅴ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보조
종류
정신질환 통원진료
자립 지원 의료
（18 세 이상）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내용
정신 질환으로 지속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치료비를 보조합니다.
신체 상의 장애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장애를 제거 혹은 경감하는 수술 등의 치료로
확실한 효과가 기대되는 분에게 치료비를 보조합니다.(신체장애자 수첩을 소지하신
분에 한함)

℡5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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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료편
ⅵ 마쓰에시 병원(※일부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①종합병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마쓰에기념병원
(영어 가능)

아게노기
3-4-1

27-8111

마쓰에시립병원
(영어 가능)

노시라쵸
32-1

60-8000

마쓰에적십자
병원(영어 가능)

호로마치
200

24-2111

마쓰에생협병원
(영어 가능)

니시쓰다
8-8-8

23-1111

진료 과목
내과, 호흡기과, 소화기과, 순환기과, 소아과, 신경내과,
외과, 정형외과, 항문과, 부인과, 피부과, 재활치료과, 방
사선과, 마취과, 치과구강외과
내과, 호흡기과, 소화기과, 순환기과, 소아과, 정신과, 신
경내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뇌신경외과, 심장혈관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
활치료과, 방사선과, 마취과, 치과구강외과
내과, 호흡기과, 소화기과, 순환기과, 혈액내과, 당뇨병·내
분비내과, 기타(내과계), 소아과, 정신과, 신경내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뇌신경외과, 호흡기외과, 심장혈관외
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
치료과, 방사선과, 마취과, 치과
내과, 호흡기과, 소화기과, 순환기과, 소아과, 신경뇌과,
외과, 정형외과, 뇌신경외과, 항문과, 산부인과, 안과, 이
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치료과, 방사선과, 마취
과

②일본어로 증상 설명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발열

発熱(Hatsunetsu)

변비

便秘(Benpi)

오한

寒気(Samuke)

심장이 두근거림

動悸(Douki)

두통

頭痛(Zutsu)

가슴이 아픔

胸が痛い(Mune-ga-itai)

현기증

めまい(Memai)

등이 아픔

背中が痛い
(Senaka-ga-Itai)

발한

汗をかく(Ase-o-kaku)

기침

せき(Seki)

나른함

だるい(Darui)

가래

たん(Tan)

잠을 푹 잘 수 없음

眠れない(Nemurenai)

목이 아픔

のどが痛い(Nodo-ga-itai)

식욕이 없음

食欲がない
(Shokuyoku-ga-nai)

재채기

くしゃみ(Kusyami)

이명(귀 울림)

耳鳴り(Miminari)

경련

けいれん(Keiren)

부종

むくみ(Mukumi)

타박상

打撲(Daboku)

어깨결림

肩こり(Katakori)

찰과상

すり傷(Surikizu)

통증

痛み(Itami)

베인 상처

切り傷(Kirikizu)

둔통

鈍痛(Dontsu)

골절

骨折(Kossetsu)

염좌

捻挫(Nenza)

화상

やけど(Yakedo)

강한 통증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

激しい痛み
(Hageshii-itami)
刺し込む痛み
(Sashikomu-itami)

위가 아픔

胃が痛い(I-ga-itai)

출혈

出血(Syukketsu)

속이 메슥거림

胸やけ(Muneyake)

요통

腰が痛い(Koshi-ga-itai)

구역질

吐き気(Hakike)

충치

虫歯(Mushiba)

구토

嘔吐(Outo)

치통

歯が痛い(Ha-ga-itai)

설사

下痢(G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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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and Support

相談・支援編

相談・支援編

咨询，援助编

상담・지원편

상담・지원편

Consultation and Support

咨询，援助编

Ⅳ 상담∙지원편
Ⅳ－１ 상담 (곤란한 일이 있을 때)
ⅰ 시민 상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나 각종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은 보장되오니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해 주십시오.
①생활 상담・소비생활 상담
상속, 이혼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이웃과의 생활에 대한 상담 외에도 악덕 상
술, 다중채무, 방문판매, 집 계약 등 소비자 전문상담원이 상담을 받습니다.
매주 월요일~금요일 9:00~16:00
②법률 상담
생활 속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13:15~ 16:15(예약제)
③행정 상담
국가나 특수법인 등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희망 사항 등에 관하여 행정상담위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13:00~16:00
④등기 상담
토지, 건물 등기에 관하여 법무사, 토지가옥 조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첫째 주 목요일도 시행하는 달이 있습니다）13:00~16:00〔예약제〕
⑤인권 상담
인권에 관하여 인권옹호위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13:30~16:00
⑥행정사 상담
행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농지 전용, 법인 설립과 변경, 음식업 개업허가신청, 택지
건물 매매업 허가신청 등)에 관하여 행정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13:00~16:00
⑦노동・사회 보험 상담
연금 ・ 노사 간의 갈등이나 각종 사회 보험 등에 관하여 사회보험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3:30～16:00
⑧조직폭력단에 관련한 상담
조직폭력단에 관련된 상담은 시마네현 폭력추방현민센터 직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 13:30～16:00

※

반드시 일본어가 가능한 분과 동행해주십시오.

담당부서
소비・생활상담실
℡55-5148
※시정과 관련된 의견, 요청 등
시민생활상담과 시민불편 살피미계 ℡55-5677

ⅱ 그 밖의 상담
①건강상담
보건지도와 혈압측정 등을 항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종합센터 ℡61-8154
②의료상담
요양과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점이나 각종 보건, 복지제도 등에 관하여 전문 상담원이 상담
해 드립니다.
마쓰에시립병원 지역의료실 ℡60-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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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담∙지원편
③여성을 위한 상담
남녀공동참여센터 ℡25-2602
⑴여성상담 월・화・목・금요일 10:00～16:00
⑵상담지도(예약제) 월 2회 10:00～14:00
⑶법률상담(예약제) 월 2회 10:00～12:00
④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상담
시마네현 내 고령자, 장애인 종합상담센터(이키이키프라자 시마네) ℡32-5955
⑴고령자와 그 가족 등 (실버 110번)
⑵일반상담 월～금요일 9:00～16:00
⑶전문상담（법률, 세금, 내과, 법무사, 주택, 연금 등）예약제
⑤장애아를 위한 종합 상담창구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난치병 환자）
마쓰에시 장애인 서포트 스테이션 기즈나（마쓰에시 종합 복지센터 3층）℡60-0400
월~금요일 9:00～17:00
⑥심리상담
알코올 의존증, 정신질환, 우울 등에 관한 상담을 받습니다.
마쓰에 보건소 ℡23-1316
심신 상담센터 ℡21-2885
가정상담과 ℡55-5236
⑦소비자를 위한 상담
시마네현 소비자센타 (시정촌 진흥센타 ) ℡32-5916
⑧직업상담, 직업정보
⑴잡카페 시마네（마쓰에 테루사 3층） ℡0120-67-4510
월～토요일 9:30～18:00（공휴일은 제외）
⑵하로와크(ハローワーク) 마쓰에（마쓰에 테루사 3층） ℡22-8609
⑶고령자 고용취업지원 코너（마쓰에 테루사 3층） ℡28-8700
⑷파트 새틀라이트（마쓰에 테루사 3층） ℡25-8010
⑸시마네 학생 직업상담실（마쓰에 테루사 3층） ℡28-8609
※ ⑵～⑸월～금요일 8:30～19:00、토요일9:00～16:00（공휴일과 연말연시 제외）
⑨교통사고 관련 상담
⑴시마네현교통사고상담소 ℡22-5102
월～금요일 9:00～12:00、13:00～16:00（공휴일 제외）
⑵손포ADR(손해보험 상담)센터 주고쿠 ℡082-553-5201 월～금요일 9:15～16:00
손해보험 출장상담・교통사고 변호사 상담(예약필요) 매월 3번째 목요일
※ 반드시 일본어가 가능한 분과 함께 상담에 동행해 주십시오.
Ⅳ－２ 지원활동
ⅰ 마쓰에시 국제관광과（마쓰에시 국제교류회관）
①생활상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전화 후 방문해 주시면 영어, 중국어, 한국
어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②마쓰에시 국제교류회관（마쓰에시 니시카와쓰초3405-5）대관업무
민간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 공민관도 겸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관련 다양
한 활동에 활용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제관광과 ℡55-5175
이메일：kokusai@city.matsue.shimane.lg.jp
마쓰에시 국제교류회관(마쓰에시 니시카와쓰초 3405-5)
전화 31-8345 팩스 31-0321
월～금요일 9:00～19:00（접수 시간은 평일 8:30～17:00）
이메일：m.koryu@web-sanin.co.jp
http://www.matsue-micc.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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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담∙지원편
ⅱ (공익재단) 시마네 국제 센터
①일반 생활상담 (상담 가능 언어: 일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영어, 포르투갈어)
영
어: 매주 월, 화, 수, 금요일 8:30~17:15
중 국 어: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8:30~17:15
타갈로그어: 매주 월, 화, 수, 금요일 8:30~17:15
포르투갈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②행정사에 의한 법률상담(상담 가능 언어: 일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영어)
월 1회, 예약제 매월 셋째 주 일요일 13:00~16:00
③중국어, 한국어, 영어 등의 신문 및 세계의 잡지코너 설치
④책, 비디오 라이브러리 설치
⑤인터넷 무료이용 서비스
문의
(공익재단) 시마네국제센터 (마쓰에시 히가시쓰다초 369 번지 1)
전화 31-5056 팩스 31-5055
월~금요일 9:00～19:00
일요일
9:00～17:00 (단, 공휴일, 토요일, 연말연시는 휴관)
이메일：admin@sic-info.org
홈페이지：http://www.sic-inf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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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f April 1st , 2020

(英語)

Guide to Using the Community Volunteer Interpreter System
Shimane International Center
1.

What is a Community Volunteer Interpreter?

The Shimane International Center (SIC) deploys volunteer interpreters to help foreign residents who feel
uncomfortable using Japanese at schools, child-care centers, government offices, hospitals, etc. However, we
are unable to provide document translations or to fill in documents on your behalf.
2.

Timeline of using the service:
① The client sends a request to the SIC by filling out the online request form up to 4 days before the
interpretation date. The request form can be found at
https://www.sic-info.org/en/support/community-interpreter/
② The SIC will arrange for a volunteer interpreter and then contact the client.
③ On the specified day, the Community Volunteer Interpreter will arrive on location and perform the
interpretation.
④ After the interpretation, the client will fill out the final report on the website and submit it to the SIC.

3. Who can use this service?
Foreign residents living in Shimane, as well as government agencies, doctors, and educators can make use of
this service. Additionally, the SIC may grant permission to certain groups or individuals to use the service on a
case-by-case basis.
4. Where and when can I use this service?
You can use the service at schools, child-care centers, counters at government offices, hospitals, etc.
We will not interpret for commercial activities.
5. Does it cost money?
No, the SIC bears any and all costs related to transport for the Community
Volunteer Interpreters, so there is NO COST to clients of the service.
6. Other
○ The SIC and the Community Volunteer Interpreters do not use information learned during interpreting
or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at which is described.
○ The Community Volunteer Interpreter system exists to support foreign residents so that they can live in
Japan smoothly, and the volunteer interpreters work hard to maintain high standards and accuracy in
their work. In the unlikely event that the client or a third party suffers any detriment or damages during
use of this service, the SIC and the dispatched Community Volunteer Interpreter bears no legal
responsibility for said damage.
○ In the case that a volunteer interpreter cannot be dispatched, interpretation using Skype video calling is
also available (excluding interpretation for medical fields).

Request form, Final Report form URL
https://www.sic-info.org/en/support/community-interpreter/

Emergencies
緊急編
紧急编
긴급편

緊急編

Emergencies

紧急编

긴급편

Ⅴ 긴급편
Ⅴ－１ 사고나 피해를 당했을 때
ⅰ 경찰에 통보(110 번 전화)
도둑이나 폭력 피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경찰서에 110 번(국번 없이, 무료, 24 시간)
으로 전화해 주세요.
110번 전화
▪「110」으로 전화해 ①무엇이 ②언제 ③어디서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주세요.
▪휴대전화로 통보할 때는 통보장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알려주세요.
▪주소를 모르실 때는 주변의 특징이 있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알려주세요.
▪통보 후에도 전원이 끄지 마세요.
ⅱ 분실・유실하셨을 때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문의합시다.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등을 분실하셨을 때는 바로
발행처로 연락하여 제삼자의 부정 사용을 차단해 주세요.
①운전면허증
경찰서에서 재교부 신청을 해주세요.
②건강보험증, 재류카드
경찰서에서 「분실신고사실증명」을 받은 후, 시청에 재교부 신청을 해주세요.
③여권
경찰서에서 「분실신고사실증명」을 받은 후, 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해 주세요.
ⅲ 교통사고
①교통 사고를 냈을 때
⑴ 즉시 다친 사람을 부축하여 도로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
구급차(119 번 전화)를 부릅니다.
⑵ 경찰(110 번 전화)에 연락해, 지시에 따라주세요.
⑶ 가입된 보험회사에 연락합니다. 연락이 늦을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
⑴ 즉시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사고가 신고되지 않으면 보험금지불청구에 필요한
교통사고 증명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⑵ 운전한 사람, 차주(운전한 사람이 차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주소, 이름, 차량번호,
보험 가입 연월일, 보험 회사명을 확인합니다.
⑶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이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의사의 진단을 받아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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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긴급편
Ⅴ－２ 소방차나 구급차를 부를 때
일본에는 「화재(소방차)」와 「질병, 부상(구급차)」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방서가 있
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재나 구급 시 【119】로 전화합니다. ※【119】 통화료 무료
화재・구조(소방차를 부를 때)
구급(질병이나 부상으로 구급차를 부를 때)

【소방서】＝

【119】

ⅰ 【119】신고 시 소방서가 알고 싶은 중요한 두 가지
①화재인지 구급인지
②출동할 주소, 장소(건물 이름, 방 번호)
ⅱ 항상 준비해 둘 것
①언제라도 【119】신고할 수 있도록 화재나 구급, 자신이 사는 곳을 일본어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둡시다.

Fire
(kaji)

(F) Kaji desu

or

Medical Emergency
(kyūkyū)

Call

119

(M) kyūkyū desu q

Address(jyūsho) ： Matsueshi q

ⅲ 다국어 전화 통역 서비스
일본어로【119】신고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마쓰에시에서는 14개 국어가 대응
가능한 다국어 전화 통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러시아어)
【119】신고 시 다국어 콜센터로 연결하여 세 지점, 삼 자간(신고자, 119, 통역) 통화로
일본어를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신고도 원활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119

※

통역

당황했을 때에는 주변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내 도움을 요청하세요.
『help!!』
신고 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지 않고 켜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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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긴급편
Ⅴ－３ 지진이 났을 때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지진이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둡시다.
ⅰ 지진대책
①일상 생활 속의 대책
(1) 집 안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를 확인해 둔다.
(2) 한 사람당 하루 2~3 리터의 식수를 확보해 둔다.
(3) 배낭 또는 구급용 가방에 필요한 것을 넣어서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 장소에 둔다.
※ 필요한 물품 예（준비한 물품에 체크를）
□휴대용 전등 , 건전지
□식량, 음료수
□휴대 가능한 라디오
□현금(10 엔짜리 동전은 공중전화 이용 시 편리)
□성냥, 라이터, 양초
□신분증명서, 여권 등 귀중품
□상비약
□의복
(4) 가구가 넘어지지 않도록 벽과 가구를 금속 장식으로 잘 고정한다.
(5) 긴급 연락처를 적어 둔다.
(6) 가장 가까운 대피 장소나 병원을 확인해 둔다.

②지진이 발생했을 때
(1)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2) 사용 중인 불을 끈다. 또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기구 사용을 정지한다.
(3) 방 또는 현관문을 열고 대피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다.
(4) 급하게 건물에서 뛰어나오지 말고 지진이 조금 진정된 후 머리를 보호하면서
공터로 이동한다.
(5) 가족과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대피소로 이동한다.
※ 이동 중에는 건물 유리, 간판, 전봇대 등의 낙하물에 주의한다.
※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지진정보를 수시로 파악한다.
③지진 후
여진이나 해일의 위험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서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의 안부와 대피 장소를 자국의 대사관,
영사관, 소속 학교나 회사 등에 신속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이외에도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만일에 대비합시다.
ⅱ 재해용 전언 다이얼「171」
재해 지역 내 거주자와 재해 지역 외 거주자의 음성 게시판입니다. 피해지역의 거주자
가 녹음한 안부 등에 관한 정보를 타 지역 거주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거
주자가 피해지역 거주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의 개시에 관해서는
NTT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알려드립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전화번호 171을 누른
후 일본어 이용안내에 따라 녹음,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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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긴급편
Ⅴ－４ 태풍・수해가 났을 때
일본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태풍이 많이 발생하며, 태풍으로 인한 지면의 침식이나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 일기예보에 주의하며 등산・날씨・해수욕
등은 삼가주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의해 주세요.
①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전등과 휴대 라디오를 준비한다.
②재해시 필수 소지품을 준비한다.
③가까운 피난장소 피난경로를 확인한다. 기상정보에 주의하며 피난 권고나 지시가
내려지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④강풍이 불 때에는 외출하지 않는다.
⑤쓰러진 전봇대나 늘어진 전선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Ⅴ－５ 피난소
재해 시 자신의 집이 무너지거나 소실되어 돌아갈 수 없는 사람 혹은 집 안에 있으면 위험
한 경우 등을 위해 각 학교나 공민관, 공원 등을 「지정 피난소」 혹은 「일시 피난장소」로 지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 지정한 한 학교시설 등의 피난소에는 피난생활이 곤란한 고령자와 장애인 가운
데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피난할 수 있는 시설로 「복지 피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
다.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대책본부가 필요에 따라 이러한 시설에 피난소를 개설합니다. 피난소
의 개설 등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본부의 직원이나 시설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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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화
사고,도둑(경찰서)

110

사고가 났습니다

Jiko desu

도둑이 들었습니다

Dorobo desu

화재(소방서)
불이 났습니다

119
Kaji desu

응급환자, 구조(구급차)
응급환자 입니다

119
Kyubyo desu

★무료입니다

가스 이상(가스 누출, 설비 고장 등)

21-0011

LGP 가스 이용자는 업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마쓰에시 가스국）

수도 이상(단수, 누수 등)

55-4888

（마쓰에시 상하수도국 종합창구）

전기 이상(정전 등)

0120-83-3103 (무료)

（주고쿠 전력 마쓰에 영업소）

◆ 신고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장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이름(저는~입니다)

Watashi wa ……………………….…desu.

장소(장소는~입니다)

Basho wa………………………….….desu.

전화번호(전화번호는~입니다)

Denwa wa……………………….……desu.

지명을 모를 때에는 가까이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대신 연락을 부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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