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国・朝鮮語　한국ㆍ조선어】

분류 No  내 용 조건 등 문의처

1 사고, 부상, 급병 구급차를　부르십시오. (무료) 소방서　　℡　119

2 화재 발생 시 소방차를　부르십시오. (무료) 소방서　　℡　119

3
교통사고와 도난, 폭력
행위 발생 시

즉시 전화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또
는 파출소로

경찰서　   ℡　110

4 사건 및 사고 상담 긴급하지 않을 때는 경찰 상담 다이얼로 경찰(상담) ℡　#9110

5 재해 대비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피할 곳(대피
소)를 알아 둡시다.

시청(총무기획국) p.32-①
구청(위기관리 담당)
 p32-②

6 질병에 걸렸을 경우

7 주민 등록
3개월을 초과하는 체류기간이 있는 경우 등록
할 것.

8 주소 변경

　가와사키시 밖에서 전입: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와사키시 밖으로 전출:
　　 전출하기 전,
　가와사키시 내에서 전거:
　　전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신고를 할 것.

9 마이넘버 카드 마이넘버를 소지한 분은 발행 가능합니다.
마이넘버 콜 센터

（℡ 0120－380－366）

10 체류기간 갱신
체류기간 만료 전(3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정
도)에 갱신 수속을 할 것.

11 자격 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상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려면 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예: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등)

12 출생 신고

출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십시
오. 신고한 후 3~4주일이 지나면 마이넘버를
알리는 개인 번호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반드
시 수령해 주십시오.)

13 사망 신고
사망한 후 7일 이내에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
금 등의 변경 신고도 해 주십시오.

14 국민건강보험
3개월 이상 체류기간이 있고,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 (체류자격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청ㆍ지소 p.32-②

15 국민연금ㆍ후생연금

회사 등에 근무 중인 분: 회사 등에서 ‘후생연금’에 가입

그 밖의 분: ‘국민연금’에 가입

※20~59세인 분은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6
국민연금ㆍ후생연금
탈퇴 일시금

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한 분. 청구할
사람은 출국 전에 수속을 확인할 것.
※출국 후 2년 내에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고용보험 보험가입자 중에 직장을 구하고 싶은 분
공공 직업 안정소 (헬로 워
크) p.33-⑪

18 노동재해보상 취로 자격ㆍ고용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노동기준감독서 p.33-⑩

※문의 전화번호는 p.32-33를 참조해 주십시오.

　　　☆★☆　　각각 가입과 적용 시에 조건이 있으므로 담당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사회보험ㆍ

연금

구청ㆍ지소 p.32-②

　주민등록
ㆍ
　체류제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체류자
격의 취소나 강
제 퇴거의 이유
가 되는 등의 벌
칙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
오. 자세한 내용
은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 문의
해 주십시오.

출입국 체류 관리국

p.33-⑭

구청ㆍ지소 p.32-②

응급의료정보센터(진료 가능 의료기관의 안내 ※치과 제외)
　　　TEL ０４４－７３９－１９１９
외국어 가능 병원 안내 사이트   http://www.iryo-kensaku.jp/kawasaki/
다언어 의료 문진표  http://www.kifjp.org/medical/

긴급 상황 

국민연금⇒구청ㆍ지소 p.32-②

후생연금

⇒사회보험사무소 p.33-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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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朝鮮語　한국ㆍ조선어】

분류 No  내 용 조건 등 문의처

19
영유아의 건강진사 및
예방접종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맞아 두는 것이 좋
은 예방접종과 유영아 건강진단 등

구청(지역지원과)
p.32-②
예방접종 콜센터 (TEL 044-
200-0142)

20 모자 건강 수첩 임신 진단을 받으신 분
구청(지역지원 담당)ㆍ
지구 건강 복지 스테이션
p.32-②

21 임산부 건강진사
임신 중인 분(임신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정규적으
로 건강진사를 받으십시오. 소요된 일부 비용에 대
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청(지역지원과)ㆍ
지구 건강 복지 스테이션
p.32-②

22 출산 육아 일시금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 중에 아이를 출산하신
분

국민건강보험
  ⇒구청ㆍ지소 p.32-②
사회보험  ⇒근무처

23 아동 수당
0세~중학교 졸업 전의 자녀 분을 양육하고 계
신 분

구청(구민과)ㆍ지소
 p.32-②

24 소아 의료비 지원

0세~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소득에 따
른 제한이 있습니다). 0세~중학생 자녀가
입원한 경우는 의료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보험연금과)
ㆍ지소 p.32-②

25
편부모 가정 등 의료비
지원

편부모 가정 중에 0세~18세 자녀(18세인
분은 3월 말까지)가 있는 분(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일정 장애가 있는 경우
및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는 19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구청(보험연금과)
ㆍ지소 p.32-②

26 보육원
영유아(0세~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의 보호자
가 일 등으로 낮 동안 아이를 보육할 수 없을 때.

구청（아동가정과）・지구 건강
복지 스테이션 p.32-②
시청（어린이 미래국） p.32-①

27 아동 부양 수당

편부모 가정 중에 18세에 도달하는 날 이후부터 첫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자녀 및 일정한 장애
가 있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소득
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구청（아동가정과）・
지구 건강 복지 스테이션
p.32-②

28 생활보호
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 자격자 중에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분

구청（보호과）・
지구 건강 복지 스테이션(보
호과)p.32-②

29
신체 장애자 수첩ㆍ요
육 (療育) 수첩

신체 장애를 겪고 계신 분, 지적 장애를 겪
고 계신 분

구청（고령・장애과）・
지구 건강 복지 스테이션
p.32-②

30 가와사키 후쿠쥬 수첩 65세 이상인 분

시청(건강 복지국)p.32-①
재교부;
구청（고령・장애과）・지구
건강 복지 스테이션・지소
p.32-②

31
일본어 학습
(식자ㆍ일본어 학급)

보육이 있는 학급도 있습니다.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p.33-⑦
교육문화회관ㆍ각 구 시민관
p.32-②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
p.33-④

32 공립 초ㆍ중학교 입학
아이를 공립 초ㆍ중학교에 입학시키는 분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체류자격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구청（구민과）・지소  p.32-②

※문의 전화번호는 p.32-33를 참조해 주십시오.

교육

・문화

복지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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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朝鮮語　한국ㆍ조선어】

분류 No  내 용 조건 등 문의처

33 a
가와사키시에 살고 시내의 대학이나 고등
전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유학생

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p.33-⑦

34 자원 봉사자 통역 자원 봉사자를 구하시는 분, 희망하는 분

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p.33-⑦
가와사키 시민활동센터
p.33-⑧

35 아동 교육 상담
자녀 교육으로 겪는 고충과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구청(아동가정과)p.32-②
종합교육센터p.33-⑤

36
어린이의 권리 침해와
남녀 평등에 관련된 인
권 침해 상담

아이에 관련된 괴롭힘, 학대, 학교에서의 문제
와 배우자의 폭력(DV)ㆍ성희롱ㆍ성차별 등에
관한 상담 및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 옴부즈 퍼슨 p.33-⑥

37 세금 상담 모든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세무서 p.33-⑬
시세 사무소 p.32-③

38
생활 상담, 직업 상담
(편부모 가정 등)

편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분 중 생활에 불안을 느끼
는 경우, 자격증 취득 및 컴퓨터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은 경우

모자·부자복지센터 선라이브
(TEL 044－733-1166)

39  직장 문제
노동 조건, 임금 기타 직장에 관한 법률 문제
등

노동기준감독서p.33-⑩

40 직업을 구할 때 직업을 알선ㆍ중개하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공공직업안정소
(헬로 워크)p.33-⑪

41  시영 주택 소득에 따라 제한 가와사키시 주택공급공사  p.33-⑨
시청（마을 만들기국）p.32-①

42 시의 새로운 정보 시정 공고, 가와사키 홈페이지 시청(종무 기획국)p.32-①

43 대형 쓰레기 배출 방법

44 지역 활동

45 시정 참가

※문의 전화번호는 p.32-33를 참조해 주십시오.

교육

・문화

가와사키시 외국인 시민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http://www.city.kawasaki.jp/ko/category/166-3-0-0-0-0-0-0-0-0.html

생활과 상담

이사ㆍ귀국

  〇　주민 등록 ⇒ 각 구청ㆍ지소
  〇　국민연금 ⇒ 각 구청ㆍ지소
　　  후생연금 ⇒ 일하고 있는 회사, 연금사무소
  〇　국민건강보험 ⇒ 각 구청ㆍ지소
  〇   주민세 ⇒ 세무서, 시세 사무소
  〇　수도 ⇒ 상하수도 고객센터
  〇　전화⇒ NTT(116)
  〇　전기ㆍ가스 ⇒ 도쿄전력 카나가와 고객센터ㆍ도쿄가스 고객센터
  〇　우편(전거 신고) ⇒ 우체국

대형 쓰레기 접수센터　일반 가입 전화　℡ 0570-044-530
                                 휴대 전화ㆍIP 전화   ℡ 044-930-5300
http://www.city.kawasaki.jp/300/page/0000023059.html

마을회, 어린이회, 자치회 등(이웃에게 문의하고, 모를 때는 구청
ㆍ지소ㆍ출장소　p.3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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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시세 사무소】

가와사키 시세 사무소

코스기 시세 분실

미조노쿠치 시세 사무소

신유리 시세 사무소

(담당 구역) 나카하라구

※시청ㆍ구청ㆍ지소ㆍ출장소의 업무 시간은 8:30~17:00입니다. 토ㆍ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12월 29일
~1월 3일)는 휴무입니다.

※구청의 구민과, 보험연금과 창구를 둘째ㆍ넷째 주 토요일 8:30~12:30에 개설하고 있습니다(일부 취급할
수 없는 수속도 있습니다).

※지역 보호 지원 센터(복지 사무소ㆍ보건소 지소)는 각 구청에 있습니다. 지구 건강 복지 스테이션은 가와사
키 구청 다이시 지소ㆍ타지마 지소에 있습니다.

０４４－８２０－６５５５

０４４－５４３－８９８８

０４４－２００－３９３８

０４４－７４４－３１１３

(담당 구역) 가와사키구ㆍ사이와이구

(담당 구역) 타카츠구ㆍ미야마에구

(담당 구역) 타마구ㆍ아사오구

０４４－９５１－１３００

０４４－９３５－３３３３타마 아사오구

０４４－９８８－０２６８문의 카가미분관

아사오 아사오구

타카츠 아사오구

０４４－８８８－３９１１

０４４－９７７－４７８１모습 분관

０４４－２３３－６３６１교육문화회관

플라자 다이시 ０４４－２６６－３５５０

０４４－３３３－９１２０플라자 타지

사이와이 시민관 ０４４－５４１－３９１０

０４４－５８７－１４９１히요시 분관

타마 구청

수많은 출장소

 아사오 구청

０４４－８６６－６４６１

０４４－９３５－３１１３

플라자 타치바나

미야마에 아사오구

０４４－７１２－３１０９

０４４－９６５－５１００

무카이가오카 출장소

０４４－４３３－７７７３

０４４－８１４－７６０３

０４４－７７７－２３５５

０４４－８５６－３１１３

０４４－７４４－３１１３

０４４－８６１－３１１３

타치바나 출장소

미야마에 구청

나카하라 구청

타카츠 구청

대응 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불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불어는 통역사를 통해서 대응）

타지마 지소

【문의처 전화번호 목록】

구청ㆍ지소ㆍ출장소 시민관ㆍ분관

 가와사키 구청

시정에 관한 문의는

가와사키시 콘택트 센터　Thank you Call 가와사키
 ０４４－２００－３９３９

가와사키시청　　　　℡　０４４－２００－２１１１(대표)

０４４－２０１－３１１３

０４４－２７１－０１３０

０４４－３２２－１９６０

홈페이지 주소         https://www.city.kawasaki.jp/

다이시 지소

０４４－５５６－６６６６

０４４－５９９－１１２１

사이와이 구청

히요시 출장소

０４４－７８８－１５３１

나카하라 아사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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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 ０４４－２７６－４８００

 URL: http://www.city.kawasaki.jp/450/page/0000030095.html

⑤ 가와사키시 종합교육센터 ０４４－８４４－３６００

URL: http://www.keins.city.kawasaki.jp/

⑥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 퍼슨

어린이의 권리 침해　　　무료 전화　   ０１２０－８１３－８８７ (어린이 전용)

　 　　　　　　　　　　　　　　　　　　　　　　　　　  ０４４－８１３－３１１０ (성인용)

남녀 평등과 관련된 인권 침해　　　　　　０４４－８１３－３１１１

URL: http://www.city.kawasaki.jp/shisei/category/59-2-0-0-0-0-0-0-0-0.html

⑦ 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０４４－４３５－７０００

URL: http://www.kian.or.jp/

⑧ 가와사키 시민활동센터 ０４４－４３０－５５６６

URL: http://www2.kawasaki-shiminkatsudo.or.jp/volunt/

⑨ 가와사키시 주택공급공사 ０４４－２４４－７５７８

URL: http://www.kawasaki-jk.or.jp/

⑩

⑪ ０４４－２４４－８６０９

⑫

⑬

⑭ 출입국 체류 관리국 요코하마 지국 ０５７０－０４５－２５９

０４４－９６５－００１２
요코하마 지국
가와사키 출장
소

가와사키 북부 ０４４－８５２－３２２１

０４４－９６５－４９１１가와사키 서부

(담당 구역) 나카하라구・타카츠
구・미야마에구

(담당 구역) 타마구・아사오구

(담당 구역) 가와사키구ㆍ사이와이구

(담당 구역) 가와사키구ㆍ사이와이구０４４－２２２－７５３１가와사키 남부 

(담당 구역) 나카하라구・타카츠
구・미야마에구・타마구・아사오구

가와사키

타카츠

０４４－２３３－０１８１

０４４－８８８－０１１１

０４４－２４４－１２７１

０４４－３８２－３１９０

(담당 구역) 가와사키구ㆍ사이와이구

(담당 구역) 나카하라구・타카츠
구・미야마에구・타마구・아사오구

노동기준감독서

가와사키

가와사키 북부
미조노쿠치 청
사

(담당 구역) 나카하라구・타카츠
구・미야마에구・타마구・아사오구

가와사키 북부

가와사키 남부

공공 직업 안정소

(헬로 워크)

(담당 구역) 가와사키구ㆍ사이와이구

０４４－７７７－８６０９

【가와사키시 이외 기관】

【시의 시설 등】

사회보험사무소

세 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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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０４４－４５５－８８１１

요일 시간
일본어 월~토
영   어 월~토
중국어 월~토

한국ㆍ조선어 화ㆍ목
스페인어 화ㆍ수

포르투갈어 화ㆍ금
타갈로그어 화ㆍ수
베트남어 화ㆍ금
태국어 월ㆍ화

인도네시아어 화ㆍ수
네팔어 화ㆍ토

℡　０４５－８９６－２８９５

요일 시간

영   어 첫째, 셋째 주 화요일

중국어 첫째, 셋째 주 화요일, 넷째 주 목요일

한국ㆍ조선어 넷째 주 목요일

스페인어 둘째 주 수요일, 넷째 주 금요일

포르투갈어 둘째 주 수요일, 넷째 주 금요일

법 테라스  다언어 정보 제공 서비스 ℡　０５７０－０７８３７７

요일 시간

영어, 중국어, 한국ㆍ

조선어, 스페인어, 포

르투갈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９：００～１７：００

※법률 상담은 예약 필요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

<생활 전반>
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〇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외국적현민 상담창구

１０：００～１２：００
１３：００～１６：００

(2021년 4월 1일 이후)
９：００～１７：００

※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전화
해 주십시오.

 １３：００～１６：００

＜법률 상담＞

〇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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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시간
중국어 목요일, 토요일

스페인어 금요일

포르투갈어 수요일

타갈로그어 화요일

일본어 화요일~토요일

℡　０４５－６６２－１１０３（중국어）

℡　０４５－６６２－１１６６（스페인어）

℡　０４５－６３３－２０３０（베트남어）

요일 시간
중국어 금요일

스페인어 제2ㆍ제4수요일

베트남어 제2ㆍ제4목요일

〇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다이얼

요일ㆍ전화 번호 시간

영어 월~금요일             ０５７０－００１－７０１

중국어 월~금요일             ０５７０－００１－７０２

포르투갈어 월~금요일             ０５７０－００１－７０３

스페인어 월~금요일             ０５７０－００１－７０４

타갈로그어 월~금요일             ０５７０－００１－７０５

베트남어 월~금요일             ０５７０－００１－７０６

미얀마어 월요일                  ０５７０－００１－７０７

네팔어 화, 수, 목요일        ０５７０－００１－７０８

한국ㆍ조선어 목, 금요일             ０５７０－００１－７０９

태국어 수요일                  ０５７０－００１－７１２

인도네시아어 수요일                  ０５７０－００１－７１５

캄보디아어(크메르어) 수요일                  ０５７０－００１－７１６

몽골어 금요일                  ０５７０－００１－７１８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는 제외

〇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 ℡　０４５－８９６－２９７２(외국어)

<노동 상담>

〇가나가와 노동센터(요코하마)

＜교육상담＞

외국적현민 상담창구

℡　０４５－８９６－２９７０(일본어)

１０：００～１３：００
１４：００～１６：３０

１３：００～１６：００

１０：００～１２：００
１３：００～１５：０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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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후생노동성 노동 조건 상담 핫 라인

요일ㆍ전화 번호 시간

일본어 매일                     ０１２０－８１１－６１０

영어 매일                     ０１２０－５３１－４０１

중국어 매일                     ０１２０－５３１－４０２

포르투갈어 매일                     ０１２０－５３１－４０３

스페인어 화, 목, 금, 토요일   ０１２０－５３１－４０４

타갈로그어 화, 수, 토요일        ０１２０－５３１－４０５

베트남어 수, 금, 토요일        ０１２０－５３１－４０６

미얀마어 수, 일요일             ０１２０－５３１－４０７

네팔어 수, 일요일             ０１２０－５３１－４０８

한국ㆍ조선어 목, 일요일             ０１２０－６１３－８０１

태국어 목, 일요일             ０１２０－６１３－８０２

인도네시아어 목, 일요일             ０１２０－６１３－８０３

캄보디아어(크메르어) 월, 토요일             ０１２０－６１３－８０４

몽골어 월, 토요일             ０１２０－６１３－８０５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는 제외

<주거에 관한 상담>

〇 가나가와 외국인 주거 서포트 센터 ℡　０４５－２２８－１７５２

요일 시간

일본어 월~금요일

영어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중국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13:00~17:00)

한국ㆍ조선어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스페인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포르투갈어 목요일, 금요일

네팔어 월요일

타갈로그어 금요일(월 1회 14:00~17:00)

베트남어 목요일(10:00~16:00)

〇평일(월~금)
１７：００～２２：００

〇토ㆍ일ㆍ공휴일
９：００～２１：００

１０：００～１７：００

※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전화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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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상담>

〇 AMDA 국제 의료 정보 센터  전화 의료 상담 ℡　０３－６２３３－９２６６

요일 시간

영어 월~금요일

중국어 화요일, 목요일

한국ㆍ조선어 월요일

스페인어 수요일

포르투갈어 금요일

베트남어 둘째ㆍ넷째 수요일

태국어 화요일

타갈로그어 월요일

℡　０９０－８００２－２９４９

요일 시간

영   어, 중국어,
한국ㆍ조선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화요일~토요일
１０:００～１７:００

(면접 상담은 16:00까지
※예약 필요)

〇 법무성 인권 옹호국 외국어 인권 상담 다이얼 ℡　０５７０－０９０－９１１

요일 시간
영어, 중국어, 한국·조
선어, 타갈로그어, 포
르투갈어, 베트남어,
네팔어, 스페인어, 인
도네시아어, 태국어

 월~금요일 (연말연시 제외) 　９：００～１７：００

〇 법무성 인권 옹호국 외국어 인터넷 인권 상담 접수 창구

영어

중국어

URL

https://www.jinken.go.jp/soudan/PC_AD/0101_en.html

https://www.jinken.go.jp/soudan/PC_AD/0101_zh.html

＜여성을 위한 배우자 폭력에 관한 상담＞

＜인권 상담＞

１０：００～１６：００

〇가나가와현 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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