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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고 병이나 

부상을 당해서 치료했을 경우 의료비의 3 할만을 자신이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돈을 지불해 사회전체의 의료를 지탱하자는 것입니다.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깝다고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조그만 감기라도 병원에 

지불해야 할 돈이 많아질지 모릅니다. 
보험은 크게 나누어 직장에서 사원으로서 가입하는 「사회보험」과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한쌍의 부부와 그 자녀는 

부부 중에 누군가가 주된 수입원이 가입하면 가족전원이  같은 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맞벌이일 경우는 부부 각자가 보험 

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만 사회보험도 대부분은 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상담창구가 시야쿠쇼가 아니고 직장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은 시야쿠쇼가 
창구로 되어있습니다.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창구에서  
상담합시다. 보험료를 1 년이상 지불하지 않으면 의료비가 전액자기부담이 됩니다. 결혼하든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때 회사의 보험에 가입했을 때 생활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 등  생활에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보험창구에 알려  주십시오. 
 교통사고 등 다른 사람 탓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일시적으로 치료비를 대신 지불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버렸으면 경찰의 사고증명서, 인감, 보험증을 가지고 시야큐쇼에 

서 상담해 주세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치료비 지불에 대한 결정(시담・합의)이 나 버리고 나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일개월의 의료비가 비싸져 버릴 것 같을 때도 사전에 창구에서 상담합시다. 수입에 따라 

고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고액요양의료제도・고가쿠료요제도）일단 

지불 한 뒤에도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증은 소중하게 보관해 두십시오. 
일본에서는 보험증이 신분증명서에 사용 되어지는 일도 있으니 안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해설 행정서사 마에다 미호 
 

     

 
   

 
  
 
   
  
 
 
 
 
 
 
 
 
 
 
 
 
 
 
 
 
 
 
 
 
 
 
 
 

 
  

 
 
 
 

 
www.ficec.jp/foreign/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 사무소가 이전했습니다. 새 주소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韓 国 語 

몸도 지키고 

가족도 지킨다 

「국민건강보험」

병원에서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보험」과「국민건강보험」  

보험증은 신분증명서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합시다. 

사람은 일평생, 병원이나  의사의 신세를  지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고액의 치료비로부터 우리의 생활을 지켜 주고 있는 것이 「건강 보험」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생활을  지켜주는 이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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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국제어린이클럽」  

여름방학의 드릴・작문・서도・그림・자유연구 
・일본어 공부 
일시：목요일 오후 1 시～３시 
   토요일 오전 10 시～12 시 
기간：７월 2３일（목）～８월３０일（목）  
장소：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비용：돈은 들지 않습니다 

학교의 숙제 가지고 모여라～！ 

www.ficec.jp/living/               
 ●6 개 국어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런 서비스가・・・ ●국보가 계약한 공공숙박기관이나 여관, 

슈퍼원코인센토 등에도 보조 합니다. 

●출산비나 고액의료비지불을 위한 대부 
●병의 예방이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30 세 이상인 분을 대상으로 인간독 

수진비용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비로 지불한 일부부담금이 

일정액을 넘긴 경우에 고액의료비를 

지급합니다.  

●가입자가 출산할 때는 출산일시금을 가 

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아동부양수당」에 대한 안내 

기억해 둡시다 “일사병 대책”의 6개조 외국국적 시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을 하는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조건은 「대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취업조건의 폭을 

넓혀 정부는 일부의 전문학교졸업생에 부여 

하는「전문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은 

졸업 후에 일본에서 취직 할 경우 

유학생지원의 목적으로 취로자격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귀국한 사람은 다시 

일본에서 일하려고 해도「대졸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3 월의 동일본대진재 

후에 일본에서 취직했었던 사람이 

재입국수속을 하지 않고 모국에 돌아가버린 

전문학교학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일본을 떠난 외국적시민에게 

도 조건을 완화해서 아직 일본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전문사」라는 

자격도 대학과 같이 취급한다는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꼭 여러분도 안심하고 

일본에서 일해 주십시오. 

 절전입니다. 에어컨은 28 도로 설정합시다. 

힘든 여름이 되었습니다. 최대의 적「일사병」 

에 걸리지 않기 위한 여섯 가지 예방지식을 

몸에 익혀 둡시다. 
①열과 일광에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②찌는 듯한 더위 갑작스런 더위는 위험도 

배증・・・  
③운동이나 더운 날씨의 노동은 

 수분보급을！！・・・  
④실내에서도 수분보급을・・・  
⑤균형 잡힌 식사를・・・。  

 

●후지미시육아지원과로부터 
현재,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7 월 

하순에 통지서를 송부하오니 8 월 10 일 

혹은, 사정이 되지 않는 분은 8 월 중에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 후지미노시 육아지원과로부터 

①부모가 이혼②부친이나 모친이 사망 또는 

생사불명③아버지나 어머니가 심한 중상의 

장해④아버지나 어머니에 1 년 이상 

유기당하고 있을 경우⑤아버지나 어머니가 

1년 이상 구금⑥혼인에 의하지 않은 출생에 

해당될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는 신청해 

주십시오. 

야쿠쇼 상담창구에서 핸드폰을 사용해 당신 
의 상담을 통역해 드립니다. 모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 쵸 
 ／히가시마츠야마시, 와라비시,  미사토시, 

나메가와쵸 및 사이타마시１０구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 
주십시오. 
대응언어／중국어 ・ 영어 ・ 타갈로그어 ・

포르투갈어・스페인어 
이용은 무료입니다. 
 

통역 붙은 상담이 야쿠쇼 창구에서！！ 

韓 国 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