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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베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 가이드북 

（韓国・朝鮮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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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우베시 소개 

위치・자연 

우베시는, 혼슈 서쪽 끝 야마구치현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서쪽은 산요오노다시, 동쪽은 야마구치

시, 북쪽은 미네시에 접하고, 남쪽은 세토나이카

이에 접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산요본선과 우베선이 동서로 연결되어 

있고, 고속도로는 산요자동차도가 시의 중앙부를 

횡단하고, 바닷가에는 중요 항만인 우베항이 있고, 

야마구치 우베공항도 시가지에 가까워서, 육해공 

각각의 교통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강수량이 비교적 적고 온화한 세토나이카이식 기후이며, 시 중앙부로부터 북쪽의 구

릉지는 자연환경이 풍부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있습니다. 

또한, 남쪽에는 바다가 있어 산과 바다로부터 자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는 마지메 강과 고토 강이 흘러 물이 풍부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베시 정보》 

인    구 163,550 명（2020 년 5 월말 현재）

세 대 수 79,669 세대（2020 년 5 월말 현재） 

면  적 286.65 제곱킬로미터 

평균 기온 16.1 도 (통계 기간 2002 년~2020 년) 

UBE 비엔날레 조각 언덕 도키와 동물원 세계를 여행하는 식물원 

  후지고치 차원 우베시 불꽃놀이   기와・라・비치 

우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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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창구 조견표 

 

（１）【전입・입국】앞으로 주민등록을 할 경우의 수속 

시청 등에서 할 수 있는 수속 

신고 내용 
상세 

페이지 

담당과・ 

문의 
TEL 

주민등록 중장기재류자 자격을 가진 

자가 입국하였을 때, 다른 

지역으로부터 우베시에 이

사하였을 때, 또는 우베시

에 살고 있는 자가 중장기

재류자 자격을 신규로 얻

었을 때에는,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12 

시민과 

신고등록계 

0836- 

34-8238 

인감등록 계약 등을 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6 

국민연금 입국하고 주민등록을 한 

20 세 이상 60 세 미만인 

자 (후생연금가입자 및 그 

피부양배우자는 제외함)

는, 국민연금에 가입합니

다. 재류카드를 지참하여 

가입 수속을 해 주십시오. 

16 

보험연금과 

국민연금계 

0836- 

34-8292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의료제도 

다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합니다. 75 세 

이상인 자는 후기고령자의

료제도의 피보험자가 됩니

다. 재류카드를 지참하여 

가입 수속을 해 주십시오. 

17 

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계 

 

보험연금과 

후기고령자의

료계 

0836- 

34-8294 

 

 

0836- 

34-8343 

개호보험 개호보험수급자격을 취득

한 65 세 이상인 자에게는 

이후 개호보험피보험자증

이 송부됩니다. 

17 

고령자종합지

원과 

개호보험계 

0836- 

34-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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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수당・의료), 

한부모가정 

아이가 있는 가정은 수당

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수속이 필요합니다. 

18 

양육지원과 

 

0836 

34-8330 

보육원 보육원 입원에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 

보육유치원학

동과 

0836- 

34-8327 

초등학교・중학교 교육위원회, 학교에 문의

하여 주십시오. 
- 

학교교육과 0836- 

34-8609 

수도・하수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18 

상하수도국 

영업과 

0836- 

21-2304 

원동기장치자전거 

(오토바이 등) 

경자동차세 (종별 

구분)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

거)나 농작업용 소형특수

차량 등 보관 장소가 우베

시내인 경우에는, 우베시

청이 교부하는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배기량 126cc 이상인 오

토바이 등록이나 명의 변

경은, 야마구치운수지국 

(전화 050-5540-2073)에

수속을 해 주십시오. 

오토바이나 경자동차에 대

해서는 1 년에 한 번 경자

동차세 (종별 구분)를 납

부합니다. 

19 

시민세과 0836- 

34-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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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의 수속 

신고 내용 
상세 

페이지 
문의 TEL 

자전거 자전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구매한 곳에서 반드

시 방범등록을 해 주십시오. 

자전거를 도둑맞은 경우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주십

시오. 

자전거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방범등록을 해 주십시오. 

- 

자전거 판매점 

 

경찰 

 

 

0836- 

22-0110 

전기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속이 필

요합니다. 
21 

주고쿠전력 

우베영업소 

0120- 

613-270 

가스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속이 필

요합니다. 

가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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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체재중】이미 주민등록을 한 경우의 수속 

시청에서의 수속 

신고 내용 
상세 

페이지 

담당과・ 

문의 
TEL 

주민등록 우베시내에서 이사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수속을 

해 주십시오. 

12 

시민과 

신고등록계 

0836- 

34-8238 

주민표 발행 이름, 주소, 국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행수수료가 필요

합니다. 

13 

시민과 

증명발행계 

0836- 

34-8243 

결혼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결혼하

는 경우에는 시청과 모국 재일대

사관 또는 영사관 양쪽에 신고하

여 주십시오. 외국인끼리 결혼하

는 경우와 외국인과 일본인이 결

혼하는 경우는 제출해야 하는 서

류가 다릅니다. 

14 

시민과 

호적계 

0836- 

34-8237 

이혼 외국인끼리 이혼하는 경우에는 

모국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외국인과 일

본인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청

과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 양쪽

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외국인끼

리 이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 일

본인이 이혼하는 경우는 제출해

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14 

출생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출생일

을 포함하여 14 일 이내에 출생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15 

사망 가족이나 동거인이 사망한 경우

에는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

로부터 7 일 이내에 사망신고서

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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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외에서의 수속 

신고 내용 
상세 

페이지 
문의 TEL 

여권 분실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도둑맞은 경우

에는 근처 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 

(도난) 신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이 증명서를 모국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지참하여 여권을 재발행합

니다. 미리 대사관 등에 전화하여 필

요한 것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우베경찰서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 

0836- 

22-0110 

재류카드 

(외국인등

록증명서) 

분실 

재류카드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잃어

버렸거나 도둑맞은 경우에는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재발행합니다. 미리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전화하여 필요

한 것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히로시마출

입국재류관

리국 시모노

세키출장소 

083- 

261-1211 

통지카드 

또는 마이

넘버카드 

분실 

통지카드 또는 마이넘버카드 (자세

한 내용은 20 페이지)를 잃어버렸거

나 도둑맞은 경우에는 근처 경찰서

에 신고하고 ‘분실 (도난) 신고증명

서’를 발행합니다. 마이넘버카드 재

발행에 대해서는 시청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우베경찰서 

 

 

시민과 

신고등록계 

0836- 

22-0110 

 

0836- 

3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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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전출・출국】앞으로 주민등록을 시외로 옮길 경우의 수속 

신고 내용 
상세  

페이지 

담당과・ 

문의 
TEL 

주민등록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우베시에 전출 신고

를 해 주십시오. 우베시

가 발행한 전출증명서를 

지참하여 이사하는 곳에 

전입 수속을 하여 주십시

오.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수속을 

해 주십시오. 

12 

시민과 

신고등록계 

0836- 

34-8238 

인감등록 인감등록증 (카드)를 갖

고 계신 분은 카드를 반

납하여 주십시오. 

16 

국민연금 수속은 필요하지 않습니

다. 
16 

보험연금과 

국민연금계 

0836- 

34-8292 

국민건강보험 ・

후기고령자의료

제도 

보험증을 반납하여 주십

시오. 보험료를 정산하므

로 수속을 해 주십시오. 17 

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계 

 

보험연금과 

후기고령자의료계 

0836- 

34-8294 

 

0836- 

34-8343 

개호보험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반납하여 주십시오. 
17 

고령자종합지원과 

개호보험계 

0836- 

34-8297 

양육 (수당・의

료), 한부모가정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에는 수급자증을 반납하

여 주십시오. 

18 

양육지원과 0836 

34-8330 

보육원 보육원에 퇴원 신고서를

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보육유치원학동과 0836- 

34-8327 

초등학교・중학

교 

학교에 문의하여 주십시

오. 
- 

학교교육과 0836- 

34-8609 

수도・하수도 정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18 

상하수도국 

영업과 

0836- 

2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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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

거 (오토바이 

등)  

경자동차세 (종

별 구분) 

전출 또는 출국 전에 우

베시 번호판을 시청에 반

납하여 주십시오. 그 때 

인감을 지참하십시오. 일

본 국내의 경우 이사를 

가는 지역에서 수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수속을 해야 

합니다. 

19 

시민세과 0836- 

34-8197 

납세관리인 지

정 

출국 전에 우베시에 납세

할 세금이 있는 (발생하

는) 경우에 신고하여 주

십시오. 

20 

 

※납세관리인・・・주소가 일본에 없는 경우에 국세나 지방세 신고서 제출 등을 처리하

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되는 자 

 

민간에서의 수속 

신고 내용 
상세 페

이지 

담당과・ 

문의 
TEL 

자전거 자전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방범 등록을 말

소하고, 새 주인이 다시 방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폐기하는 경우에도 

방범 등록을 말소하여 주십시

오. 

- 

자전거 판매점  

전기 정지 수속이 필요합니다. 

21 

주고쿠전력 

우베영업소 

0120- 

613-270 

가스 정지 수속이 필요합니다. 가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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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생활에 필요한 정보 

（１）시청 등에서 할 수 있는 수속 

① 주민등록 (시민과 신고등록계 TEL:0836-34-8238) 

Ａ. 전입・입국 

중장기재류자 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나 정주자, 영주자 등)을 가진 자가 우베

시에 새로 거주하기 시작하였을 때나, 새로 중장기재류자 자격을 얻었을 때

에는 시청 시민과에서 주민등록을 해 주십시오. 주민등록은, 거주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수속을 해 주십시오. 

 

수속이 필요한 경우의 예시 수속에 필요한 것 

・입국했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사했다 

・중장기재류자 자격을 얻었다 

・전입하는 모든 분의 재류카드 

・전입하는 모든 분의 여권 (재류카드

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전출증명서 ※1 

・주민기본대장카드・마이넘버카드 중

한 개 ※1 

・가족이 함께 일본으로 온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원본과 그 번역문 ※2 

・인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필

요 없음) 

・위임장 (신고인이 대리인인 경우) 

※1 은 전입의 경우에만 해당함. 

※2 는 전출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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Ｂ. 이사 

우베시내에서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사 신고는 살기 

시작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수속을 해 주십시오. 

수속이 필요한 경우의 예시 수속에 필요한 것 

・우베시내에서 이사했다 ・재류카드

・주민기본대장카드・마이넘버카드 중

한 개

・ 인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필

요 없음)

・외국인 주민인 분이 있는 세대로의

이사 신고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하

는 (알 수 있는) 서류의 원본과 그

번역문 (가족 관계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 없음)

・국민건강보험증이나 개호보험 피보

험자증 등 기존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위임장 (신고인이 대리인인 경우)

Ｃ. 전출・출국 

출국할 때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

출증명서는 새로 거주하기 시작하는 지역에서의 주민등록에 필요합니다. 

수속이 필요한 경우의 예시 수속에 필요한 것 

・출국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

・재류카드

・인감등록증 (갖고 있는 분)

・ 인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필

요 없음) 

・위임장 (신고인이 대리인인 경우)

Ｄ. 주민표 발행 

창구에 구비되어 있는 ‘주민표 사본 등 교부청구서’에 신청자의 주소, 이름, 

필요한 분의 주소, 이름 등을 기입하여 창구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창구에서는 신청자의 본인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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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혼・이혼 (시청 시민과 호적계 TEL:0836-34-8237)

Ａ. 결혼

일본의 법률에 따라 결혼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시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입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시청 시민과에 문의하여 주십

시오. 

외국인끼리 결혼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 

외국인과 일본인이 결혼하는 경우에 필요

한 것 

・혼인신고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국적증명서

・재류카드나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

분증

・혼인신고서

<일본 국적인 분에 대해서는> 

・호적등본 (본적이 시외인 분만 해당함)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관공서가 발행

하고 사진이 있어야 하며, 유효기한 내인

것)

<외국 국적인 분에 대해서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

・ 국적증명서

・재류카드나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본어

번역문에 대해서는 번역자의 주소, 이름, 날인이 있어야 함.) 혼인신고서에는 

성인 2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인감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 지참하

여 주십시오. 

또한, 외국인이 모국에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사관이나 영사

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일본인이 혼인한 후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름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번역문

을 첨부하여 일본인 배우자가 신고하여 주십시오.

Ｂ. 이혼 

일본 법률에 의해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시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국적에 따라 다르므로, 기입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시청 시민과나 대사관, 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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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생・사망 (시청 시민과 호적계 TEL:0836-34-8237） 

Ａ. 출생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14 일 이내에 출생을 신고하여 

주십시오. 또한, ‘출생신고서’ 용지는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와 함께 받

으실 수 있습니다. 

 

수속이 필요한 경우의 예시 수속에 필요한 것 

・아이가 태어났다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신고인 인감 

・모자수첩 (부모아이건강수첩) 

・국민건강보험증 (가입자만 해당) 

※태어난 아이가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재류 허가가 필요합니

다. 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

리국 시모노세키출장소 TEL:083-261-1211)에서 재류 허가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Ｂ. 사망 

가족이나 동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사망을 신고하여 주십시오. 모국의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에도 신고

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신고서’ 용지는 사망한 병원 또는 사망을 확인한 의

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이 필요한 경우의 예시 수속에 필요한 것 

・가족이나 동거인이 사망했다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신고인 인감 

※재류카드나 특별영주자증명서는 사망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출입국재

류관리국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 시모노세키출장소 

TEL:083-261-1211)에 반납하여 주십시오. 

 

 

 

 

 

 

 

 

TEL:0836-34-8237
TEL:083-261-1211


16 

 

④ 인감등록 (시청 시민과 신고등록계 TEL:0836-34-8238) 

인감은 서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자동차를 구매하는 계약에는 인감 도장과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 도장이란, 시청에 등록한 인감을 말합니다. 한 

사람 당 한 개의 인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인감을 함께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민표에 등록된 성명, 통칭명, 성명의 가타카나 표기로 된 인감으로 등

록 가능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인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베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15 세 이상인 

자입니다. 

인감 등록을 하면 ‘인감등록증 (카드)’이 발행됩니다.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등록증 (카드)’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수속을 하는 사람 필요한 것 주의점 

본인 ・등록할 인감 

・여권이나 재류카드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수수료 

인감등록을 위해 새로 인감

을 만드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는 인감인지 사전에 시

청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대리인 ・등록할 인감 

・본인의 여권이나 재류카드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대리인 인감 

・대리인 위임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명서 

・인감등록신청서 

・인감등록증명서 교부신청서 

질병이나 그 외 부득이한 이

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

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시청 시민과 신고등

록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당일 등록은 불가합니

다. 
 

⑤ 국민연금 (시청 보험연금과 국민연금계 TEL:0836-34-8292)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입국하여 주민등록을 한 20 세 

이상 60 세 미만인 자 (후생연금가입자 및 그 피부양배우자는 제외함.)는, 국민

연금에 가입합니다. 

공적 연금에는 노령연금 외에 만일의 경우에 지급되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달에 17,000 엔 정도입니다. 출국한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이 6 개월 이상일 때에는 출국 후 2 년 이내에 청구함으로써 탈퇴 일시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고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

면 보험료 면제나 납부 유예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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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민건강보험 (시청 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계 TEL:0836-34-8294) 

국민건강보험은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누구든지 안심하고 의료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일본에 3 개월 이상 체재하며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75 세 미만인 자

가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지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때에는 시청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가입 신고가 늦어지면 그 기간은 보험 이용이 불가하므로, 갑작스러운 병이나 

부상 때문에 의료비를 전액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보험증’이 교부됩니다. 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보험증’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보험증’을 제시함으로써 연

령이나 소득에 적절하게 의료비를 부담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출산 또는 사망했을 때,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할 때에는 시청에 신고

함으로써 의료비 급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40 세 이상인 자는 생활습관병 조기 발견과 중

증화 예방을 목적으로 한 특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이나 제도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시청 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계에 문의

하여 주십시오. 

 

⑦ 후기고령자의료제도 (시청 보험연금과 후기고령자의료계 TEL:0836-34-8343)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의료제도입니다. 시내에 주소가 있는 75 세 이상인 자 (재류기간이 3 개월 이하

인 단기체류자나 생활보호를 받는 자 등을 제외함.)는 전원 피보험자입니다. 

또한, 65 세 이상 74 세 미만인 자 중에서도, 장애 (신체장애자수첩 1 급~3 급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은 한 사람당 한 장 교부됩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진찰을 받을 때 보험

증을 제시하면, 창구에서 지불하는 의료비의 자기부담비율이 10% 또는 30%가 

됩니다. 자기부담비율이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⑧ 개호보험 (시청 고령자종합지원과 개호보험계 TEL:0836-34-8297) 

개호보험제도는 고령자 등 개호를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본에 3 개월 이상 체재하며 40 세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뇌졸

중, 중풍 등으로 누워있거나 치매 등으로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 경우에는 개호 인정 신청을 하고, 인정된 경우 병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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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장애인 복지 (시청 장애복지과 장애수첩・의료계 TEL:0836-34-8314)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상담, 수당, 의료, 장애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

용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자는 ‘신체장애자수첩’, 지적

장애가 있는 자는 ‘치료교육수첩’, 정신질환으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는 ‘정신장애자보험복지수첩’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⑩ 양육 (수당・의료), 한부모가정

(시청 양육지원과 수당・의료계 TEL:0836-34-8330)

중학생까지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아동수당, 의료비 조성제도가 있습니다.

18 세까지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에는 아동부양수당, 한부모가정 의

료비조성제도가 있습니다.

심신 장애가 있는 20 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는 특별아동부양수

당이 있습니다.

제도에 따라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수속이나 제도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시

청 양육지원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⑪ 임신・육아

(시청 아동・청년응원과 (다세대 후레아이센터) TEL:0836-31-1732)

임신을 하면 의료 기관으로부터 ‘임신신고서’를 받습니다. ‘임신신고서’를 지참

하여 우베시 아동・청년응원과 육아세대포괄지원센터계 (육아세대포괄지원센터

Ube 하피)에서 수속을 하고, 부모아이건강수첩 (엄마아이건강수첩)과 임산부

건강검진표 등을 받으십시오.

부모아이건강수첩 (모자건강수첩)은, 임신 과정, 출산 상황 및 취학까지의 아이

발육, 발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는 수첩입니다.

외국어 모자건강수첩이 필요한 분은 상담하여 주십시오.

⑫ 수도・하수도 (상하수도국 영업과 창구계 TEL:0836-21-2304）

수도를 새로 이용하는 경우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하수도국 영

업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수도 이용을 개시하는 경우, 2 개월에 한 번 수도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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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⑬ 시영주택 (시청 도시계획・주택과 시영주택계 TEL:0836-34-8427)

시영주택이란 우베시가 운영하는 주택으로 소득에 따라 월세가 결정됩니다.

시영주택 입주 정기모집은 매년 4 월, 7 월, 10 월, 1 월입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분은 시청 도시계획・주택과 시영주택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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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세금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현이나 시에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소득에는 ‘소득세 (국세)’와 ‘주민세 (현세, 시세)’가,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는 ‘고정자산세 (시세)’나 ‘도시계획세 (시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는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 (현)’나 ‘경자동차세 (시)’

가 과세됩니다.

이러한 모든 세금은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한에 늦으면 독촉장이 

송부되고, 세금에 더하여 독촉수수료나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독촉 후에

도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소득세 (우베세무서 TEL:0836-21-3131)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 년간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여 소

득세 (국세)를 확정해야 합니다.

급여로 인한 연간 수입액이 2,000 만 엔을 넘는 자,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공

제하지 않은 자, 두 곳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급여 외에 소득

이 있는 자 (급여 이외 소득이 20 만 엔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등은, 다음 해

2 월 15 일부터 3 월 15 일까지의 기간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우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십시

오. 

●주민세 (시민세, 현민세) (시청 시민세과 TEL:0836-34-8187）

전년도 소득에 따른 시민세와 현민세를 합친 주민세를 1월 1일에 주소가 있는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로부터 주민세를 공제하지 않은 자는 매년 6 월에 시청으로부터 납세통지

서를 받게 됩니다. 이 납세통지서를 사용하여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십시오.

●자동차세 (종별 구분) (야마구치현 우베현세사무소 TEL:0836-21-2111）

매년 4 월 1 일에 자동차 (경자동차를 제외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 (종별

구분) (현세)를 현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5 월에 현세사무소에서 납세통지서

를 받게 됩니다. 이 납세통지서를 사용하여 자동차세 (종별 구분)를 납부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계속검사 (차검)를 받을 때에는 ‘영수증 (납세증명서)’이 필요합니다. 영

수증은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경자동차세 (종별 구분) 시청 시민세과 TEL:0836-34-8197）

매년 4 월 1 일에 오토바이나 경자동차(※) 등을 소유한 자는 경자동차세 (종별

구분, 시세)를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5 월에 시청에서 보내는 납세통지서

TEL:0836-34-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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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납부하여 주십시오. 

세금을 납부할 때 받은 ‘경자동차세 (종별 구분) 납세증명서 (계속검사용)’는 

경자동차 계속검사 (차검)를 받을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경자동차…배기량이 660cc 이하인 삼륜차 및 사륜차로, 번호판이 노란색인 

차량 (기념 번호판 등 노란색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시청 자산세과 TEL:0836-34-8191) 

매년 1 월 1 일에 우베시내에 고정자산 (토지, 건물, 상각자산 (사업을 위해 사

용하는 기계, 장치, 설비, 구축물 (가옥 이외), 차량・선박 등, 공구, 기구 및 비

품))을 소유한 자는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시내 일부 과세 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물에 과세됨)를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4 월에 시청에서 보내는 

납세통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하여 주십시오. 

또한, 과세 대상인 고정자산에 매각이나 해체 등으로 이동이 발생하였을 때에

는 연락하여 주십시오. 

 

●납세관리인 지정 

출국 후 납세에 관한 일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 중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여 주십시오. 

 

【지불에 대하여】 

보험료, 사용료 및 세금은 시내 금융기관, 시청 본청, 지소, 출장소, 시내 편의

점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지참하여 지불하여 주십시오. 

 

⑮ 마이넘버 (시청 시민과 신고등록계 TEL:0836-34-8238) 

●마이넘버 

일본에서 생활하는 자에게는 ‘마이넘버 (개인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는 사

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전입 신고 후 약 1 개월 후에 ‘개인번호통지서’가 간이 

등기우편으로 송부됩니다. 

 

●마이넘버카드 

마이넘버 확인과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IC 카드입니다. 본인 신청으로 교부되며, 처음 교부받을 

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카드 유효기한은 10 년 (미성년자는 5 년)이며, 카드에 들어있는 전자증명서 유

효기한은 5 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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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민간에서의 수속

① 전기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회사 또는 집주인에게 확인하여 주십시오.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고쿠전력 우베영업소 (TEL:0120-613-270)에 문의하

여 주십시오. 요금은 매달 청구됩니다. 

② 가스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회사 또는 집주인에게 확인하여 주십시오.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스회사 또는 가스판매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요금이나 지불 방법에 대해서도 가스회사 또는 가스판매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③ 휴대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구입하여 주십시오. 

지불 방법 등은 판매점 등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④ NHK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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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K 는 공공방송입니다. 텔레비전을 소유한 자는 수신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

약 수속이나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NHK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⑤ 우편

주소가 바뀌었을 때 우체국에 이사신고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1 년간 이전 

주소로 받는 우편물은 새로운 주소로 배달됩니다. ※일본 국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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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그 외 필요한 정보

① 건강관리 (시청 건강증진과 (우베시 보건센터) TEL:0836-31-1777)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합시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으십시오.

・봄에는 꽃 알레르기, 여름에는 열사병, 겨울에는 독감 유행에 주의하십시오.

・위생 문제로 발생하는 병을 예방하기 위해 청결한 환경을 위해 주의하십시오.

② 의료

의료기관에서의 진찰은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집 주변의 ‘담당 병원’

을 정해둡시다. 

(진료 흐름) 

1. 접수 접수 창구에서 초진인지 두 번째 이후의 진찰인지를 전달합니

다. 초진인 경우에는 문진표를 기입하고, 보험증 등을 제출합니

다. 두 번째 이후의 진찰인 경우에는 진료 카드를 제출하거나 

접수 명부에 이름을 기입합니다. 

2. 진찰 호명되면 진찰실에 들어가 진료를 받습니다. 

3. 회계, 처방

전 수령

진료 후에 회계 창구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약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방전을 받습니다. 이 처방전을 갖

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습니다. 약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진찰일을 확인해 둡시다. 

※종교 등의 이유나 지병 등으로 치료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시작하

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병원이 닫았을 때나, 휴일, 야간 긴급 진료는, 우베시 휴일・야간구급진료소

(TEL:0836-31-1099)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③ 구직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취로가 허가된 재류자격을 취득하거나 입

국관리국 (히로시마 입국관리국 시모노세키출장소 TEL:083-261-1211)에서

자격외활동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재류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일자리를 찾을 때에는 ‘헬로워크 우베 (TEL:0836-31-0164) 등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TEL:0836-31-1777
TEL:083-26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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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통

Ａ. 버스 

승차할 때 차내 설치된 기계로부터 정리권을 받습니다. 하차할 때 그 정리권 

번호에 따른 요금 (차랑 전방에 표시됨)을 운전석 옆의 요금함에 넣습니다.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으므로 차내의 동전교환기를 사용하여 잔돈을 준비해 

주십시오. 회수권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회수권은 운전 기사에

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차내에서는 다음 정차 장소 안내방송이 나오므로, 내릴 때에는 하차 버튼을 

눌러서 운전 기사에게 알려 주십시오. 

Ｂ. 전철 

승차 전에 요금표를 확인하고, 역내 자동판매기에서 티켓을 구입합니다. 티켓

은 하차하는 역 개찰구에서 역무원에게 전달하거나 회수함에 넣어 주십시오. 

Ｃ. 택시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손을 들어 택시를 부르거나 택시 회사에 연락하여 택

시를 부릅니다. 승차할 때 목적지를 운전 기사에게 전달하여 주십시오. 

≪공공교통기관 문의≫ 

버스 우베시교통국 TEL：0836-31-1133 

후나키철도 (센테쓰버스) TEL：0836-67-0321 

산덴교통 (오즈키영업소) TEL：083-282-0606 

JR (전철)  JR 우베신카와역 TEL：0836-31-1050 

택시 주오교통 TEL：0836-21-0121 

스즈란택시 TEL：0836-21-2105 

우베산덴택시  TEL：0836-44-1144 

세이부토모에교통 TEL：0836-31-3185 

토키와택시 TEL：0836-21-4141 

우베소고택시 TEL：0836-31-1733 

우베코나이택시  TEL：0836-32-2222 

우베다이이치교통 TEL：0836-33-3511 

오리엔트교통 TEL：0836-33-7799 

후나키교통 TEL：0836-67-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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Ｄ. 교통 규칙 

・일본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는 좌측통행, 보행자는 우측통행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자동차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보행자 교통 규칙) 

・도보를 이용하여 통행하십시오.

・도보가 없는 곳은 도로 우측으로 다니십시오.

・차도를 횡단할 때에는 횡단보도나 횡단육교를 이용하십시오.

・횡단 금지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 도로를 건너면 안됩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점에서는 자신이 통행하는 방향에 있는 신호등이 청색 신

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건넙시다. 보행자용 청색 신호가 깜빡일 때에는

횡단하지 마십시오.

・건널목에서 경보기가 울리고 있거나 차단기가 내려왔을 때는 반드시 멈추어

서 기다리십시오.

(자전거를 탈 때의 교통 규칙) 

・원칙적으로 차도 좌측을 일렬로 통행하십시오.

・반드시 신호를 지키고, 적색 신호에서는 건너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전거 브레이크나 라이트 정비, 점검을 실시하십시오.

・2 인 탑승, 우산 쓰고 자전거 타기, 2 대 나란히 달리기는 안됩니다.

・야간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켭시다.

・다른 교통을 방해하는 장소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의 교통 규칙)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여 주십시오.

・자동차에 탈 때에는 전원 안전 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오토바이를 탈 때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차량 검사를 받지 않거나 보험 없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해서는 안됩니

다.

・주차 금지 장소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경찰 (TEL: 110)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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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치회 (시청 시민활동과 지역활성화추진계 TEL:0836-34-8233)

자치회는, 주민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시내에는 지역이나 단지별

자치회가 있고, 우리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철로 청소, 쓰레기 배출 장소 관리, 방재 활

동, 주민들이 서로 친목을 다지기 위한 축제나 운동회 등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정보가 적힌 ‘홍보 우베’는, 자치회의 회람 문서 (각

가정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보는 안내 서류)를 통해 제공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치회에 가입해 주십시오.

단, 자치회에 가입한 경우에는 회비 지불 등 각 자치회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치회 가입 방법이나 회비, 규칙 등에 대해서는 각 자치회의 대표자에게

확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자치회 대표자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이웃이나 시청

시민활동과 지역활성화추진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⑥ 쓰레기 배출 방법 (시청 폐기물대책과 TEL:0836-34-8247)

쓰레기 배출일은 거주 지구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별 ‘쓰레기 회수 달력’을 확인

하여 주십시오.

또한, 시에서는 쓰레기 감량,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어서 쓰레기 분별, 배출 규칙

을 따르지 않은 쓰레기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장소 이외에 쓰레기를 방

치하는 ‘불법 투기’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쓰레기 분별, 배출 규칙)

・우베시 지정 쓰레기봉투에 넣는다.

・회수일 아침 8 시 30 분까지 배출한다.

・정해진 장소 (쓰레기 배출 장소)에 내놓는다.

・올바르게 분별한다.

쓰레기 종류, 배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우베시 홈페이지 QR 코드

(https://www.city.ube.yamaguchi.jp/kurashi/gomi/
dashikata/1001977/1002007.html)

TEL:0836-34-8231
https://www.city.ube.yamaguchi.jp/kurashi/gomi/dashikata/gomishigenbutsunodashikata_gaikokugoban.html
https://www.city.ube.yamaguchi.jp/kurashi/gomi/dashikata/gomishigenbutsunodashikata_gaikokugoban.html
https://www.city.ube.yamaguchi.jp/kurashi/gomi/dashikata/1001977/1002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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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료 통신 어플리케이션 LINE 에 친구 추가를 하시면, 쓰레기 분별 방법

이나 회수일을 간단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만 대응). 

●무료 통신 어플리케이션 LINE 친구 추가용 QR 코드 

 

 

⑦ 일본어 학습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교실을 우베시내에서 개최

합니다. 이 일본어 교실에서는 참가자 일본어 수준에 맞추어 일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개최일이나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본어클럽에 문의하여 주십

시오. 

 

일본어클럽우베 TEL:0836-33-0822 

 

⑧ 운전 (야마구치현종합교통센터 TEL:083-973-2900) 

외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가 일본 국내에서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일본 운전면허증  

・제네바 조약에 기반한 국제운전면허증 

・특수대상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에스토니아, 대만) 운전면허

증 

※영사기관 또는 일본자동차연맹이 작성한 면허증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기간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1 년간 또는 면허증 유효기간 중 짧은 기간. (단, 주민기

본대장에 기록된 자가 출국하여, 아주 짧은 기간 (3 개월 미만) 안에 귀국하는 

경우, 기산일은 최초 일본에 입국한 날이 됩니다.) 

 

●일본 운전면허증 취득 

외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에서 운전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지 심사, 확인을 한 후, 운전면허시험 중 일부 (학과시험, 기능

시험)가 면제됩니다. 

・유효한 외국 면허를 갖고 있으며,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외국에 체재한 기간

이 통산 3 개월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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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긴급시 대응 

 

（１）병・부상・・・소방 (TEL:119） 

병이 위급하거나 큰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지인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화로 구급차 (TEL: 119)를 불러 주십시오. 구급차를 부를 때에는 구급차를 부를 

장소, 이름, 전화번호를 전달합니다. 

 

（２）화재・・・소방（TEL:119）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큰 목소리로 “불이야!”를 외쳐 주위에 알리고, 소방서 

(TEL: 119)에 전화하여 화재 장소, 이름, 전화번호를 전달하여 주십시오. 화재에 

의한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나, 스스로 불을 끄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자세를 낮추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여 주십

시오. 

일본은 목조 주택이 많고, 화재가 발생하면 곧바로 불이 붙기 시작하고, 주변까지 

불이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소화기를 준비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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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서 담배를 피거나 담배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는다. 

・방화 등 원인 불명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집 주변에 타기 쉬운 물건을 놓지 않

는다. 

・튀김용 식용유를 사용할 때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불장난을 하지 않는다.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불을 취급할 때에는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３）교통사고・범죄・・・ (TEL:110) 

교통사고나 범죄 피해가 있었을 때에는 경찰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여 주십시

오. 

 

 

  

TEL:119
TEL:119
TEL: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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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지진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평소에 집 안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나 긴급시 가

족과의 연락 방법, 피난 장소, 자국 대사관, 영사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두십시

오. 

지진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해 주십시오. 

・손전등, 수건, 갈아입을 옷, 장갑, 음료수, 식량, 구급용품, 휴대 라디오, 마스크 

등을 가방 등에 넣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장소에 둔다. 

・창문이나 선반의 유리는 깨졌을 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비산 방지 필름을 붙여 

둔다. 

・책장이나 옷장 등 가구가 쓰러져서 다치지 않도록 가구는 벽에 고정해 둔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내에서는 쿠션이나 방석을 사용하여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테이블 아래 등으로 피난한다. 실외에 있을 때에는 낙하물 등에 주의

하며 건물이나 담벼락, 가로등으로부터 떨어진 넓은 장소에서 자세를 낮추어 안

전하게 몸을 피한다. 

・피난할 때에는 깨진 유리에 다치지 않도록 신발이나 슬리퍼 등을 신는다. 

・피난할 때에는 여권이나 재류카드 등 중요서류는 항상 휴대한다. 또한, 크게 흔들

리고 난 잠시 후에는 여진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５）장마 호우 

일본에서는, 매년 6~7월이 장마철이고, 호우로 인한 산사태나 홍수 등 재해가 발

생할 우려가 큽니다. 기상 정보나 시의 안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６）태풍・해일 

8월에서 10월은 태풍이 일본 열도에 접근, 상륙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태풍이 접

근할 때에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나 홍수, 폭풍 등으로 넓은 범위에 큰 피해가 발

생합니다. 급하거나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상 

정보나 시의 안내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 시에서 피난 권고

나 피난 지시 등 피난 정보가 발령되면 곧바로 피난하여 주십시오. 또한, 피난 정

보 발령 전이어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신속히 자주적으로 피난하고, 주

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베시에서는 과거 수 차례 해일에 의한 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해일이란, 태풍이나 강한 저기압에 의해 해안 부근에서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

아지는 현상입니다. 사전에 방재 지도를 확인하여 태풍이 접근할 때에는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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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발행하고 자신이 있는 장소가 위험해졌을 때에는 우베시 지정 피난소, 긴급피

난장소를 이용하십시오. 단, 모든 피난소, 긴급피난장소가 모든 재해에 대하여 피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근처 피난소, 긴급피난장소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둡시다. 피난소, 긴급피난장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시청 방재위

기관리과 (TEL:0836-34-8139)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아래 방재 정보 어플리케이션은 기상정보나 피난정보 통지,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카드, 일본 재해에 대한 사전 학습 등, 방재에 관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은 활용하여 주십시오. 

 

※14 개 국어 대응 (영어, 중국어 (간체자・번체자),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

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어플리케이션 상세 정보 

●어플리케이션 명칭 

Safety tips 

 

●다운로드 방법 

 iOS 단말을 이용하시는 분은 여기서 다운로드하여 주십시오. 

 

 

 

 

 

Android 단말을 이용하시는 분은 여기서 다운로드하여 주십시오. 

 

 

 

 

 

 

●이용료 

 무료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른 통신료는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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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시내 공공시설 등 전화번호       ※전화를 거실 때에는 0836+전화번호 

 

시청 등 

시청 31-4111 

교육위원회 34-8604 

 

지소・시민센터 

구스노키 청사 (북부종합지소) 67-2812 

히가시키와 시민센터     58-2311 

니시키와 시민센터 51-9001 

고난 시민센터       41-8320 

하라 시민센터 41-8348 

고토 시민센터 62-0001 

후타마타세 시민센터 62-0180 

오노 시민센터 64-2111 

 

후레아이센터・인보관 

히가시키와 후레아이센터 58-2098 

니시키와 후레아이센터 51-9249 

온다 후레아이센터    21-0349 

미사키 후레아이센터  21-1625 

미조메 후레아이센터 21-0348 

인보관 가미우베회관  34-2535 

가미우베 후레아이센터  21-1473 

가미하라 후레아이센터  32-6280 

고토시바 후레아이센터 21-1534 

신카와 후레아이센터  21-2258 

우노시마 후레아이센터  31-1862 

후지야마 후레아이센터 21-1608 

하라 후레아이센터 43-1050 

고토 후레아이센터 62-0049 

후타마타세 후레아이센터 62-0068 

오노 후레아이센터 64-2024 

오바야마 후레아이센터 31-3677 

도키와 후레아이센터  22-1455 

가와카미 후레아이센터  35-1150 

인보관 고난회관・고난 후레아이센터  41-8155 

니시우베 후레아이센터 44-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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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이시 후레아이센터  44-0881 

후나키 후레아이센터 67-1183 

마구라 후레아이센터  67-0201 

키베 후레아이센터  68-0001 

 

문화・교육시설 

와타나베오키나 기념회관 31-7373 

문화회관 31-7373 

 도서관 21-1966 

 근로청소년회관 31-5515 

 종합복지회관 33-3156 

 남녀공동참획센터・포유 33-4004 

 다세대 후레아이센터 38-7000 

 구스노키 종합센터 67-1200 

 석탄기념관 31-5281 

 도키와 뮤지엄 37-2888 

 도키와 호수홀 51-7057 

 액트빌리지 오노 64-5111 

 구스노키 고모레비노사토 67-2617 

 히스토리아 우베 37-1400 

 긴텐 에코플라자 39-8110 

 배움의숲 구스노키 67-1277 

 

보건・의료시설 

보건센터                         31-1777 

구스노키보건센터                        67-1273 

휴일・야간구급진료소                        31-1099 

 

쓰레기 회수시설 

환경보전센터 31-3664 

 

소방시설 

소방국・우베중앙소방서 2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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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다와라다오키나 기념체육관 31-1506 

서부체육관 21-9246 

부도칸 35-4080 

구스노키 청년센터 67-2150 

히가시키와 체육광장 31-1507 

동부 체육광장 31-1507 

고난 체육광장 21-9246 

구로이시 체육광장 21-9246 

구스노키 체육광장 67-2150 

구스노키니시야마 운동광장 67-2150 

구스노키 테니스코트 67-2150 

UPR 스타디움 29-0089 

온다 운동공원 육상경기장 31-1507 

온다 운동공원 보조경기장 31-1507 

중앙공원 테니스코트 32-7759 

중앙공원 궁도장 31-4548 

중앙공원 양궁장 31-1507 

도키와공원 다목적광장 31-1507 

도키와공원 축구장 31-1507 

선라이프 우베 22-0541 

파루센터 우베 3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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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우베시 이외의 상담창구 

 

・야마구치 외국인종합상담센터 (야마구치현 국제교류협회내) 

 다언어에 의한 상담 대응, 관계 기관과 연대한 문제 해결, 법률 등 전문 상담, 변호

사・행정서사, 통역・번역 서포터 소개 등. 

〒753-0082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미즈노우에초 1-7 미즈노우에 청사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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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크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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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083 도쿄도 치요다구 고지마치 1-7 소고한조몬빌딩 1・6・7 층 

TEL:03-5213-1730  FAX:03-5213-1741 

 

・입국관리국 인포메이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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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관리국에서 비자 신청에 관한 상담 등을 무료로 대응하는 인포메이션센터입니다. 

 

・법 테라스 다언어정보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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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설립한 법적 문제 해결의 종합안내소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요리소이 핫라인 

 https://www.since2011.net/yorisoi/n2/ 

 일에 대한 고민, 생활 고민, 마음의 고민, 가정 고민, 경제적 고민, 건강 고민 등 어떤 

고민이든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법무성 외국어인권 상담다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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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의 인권 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 

전화입니다.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 다이얼 

 노동 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한 법령 설명이나 각 관계 기관 소개 등 외국인노동자의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730-8531 히로시마시 나카구  가미핫초보리 6-30 히로시마합동청사 제 2 호관 

TEL:082-221-9242 

 

 

http://yiea.or.jp/
http://www.clair.or.jp/index.html
https://www.visajapan.jp/chishiki3-2.html
https://www.houterasu.or.jp/multilingual/index.html
https://www.since2011.net/yorisoi/n2/
http://www.moj.go.jp/JINKEN/jinken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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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법인 AMDA 국제의료정보센터 

 https://www.amdamedicalcenter.com/ 

일본어가 어려운 외국인에게 의료기관 안내, 의료 전화 통역을 하는 NPO 단체입니

다. 

 

 

 

 

 

 

 

 

 

 

 

 

 

 

 

 

 

 

 

 

 

 

 

 

 

 

 

 

 

 

 

 

 

 

https://www.amdamedicalc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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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베시에 사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우베시로부터의 

정보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영어로 발신하는 

Facebook 을 개설하였습니다. 

Ube city – English page 

 

 

 

 

 

 

 

 

 

 

 

 

 

 

 

 

 
 

우베시 관광・글로벌추진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 수속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응 언어：영어, 중국어 (북경어), 한국어, 태국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타갈로그어, 

말레이어, 미얀마어, 크메르어, 몽골어, 신할라어 

TEL: 0836-34-8136（평일 8:30~17:15） 

우베시외국인종합상담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