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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생활정보 
1-1 수도・전기・가스 

1-1-1 수도 

수도는 나고야시 상하수도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 사용을 필요로 하실 때에는 개시를 

원하는 전날까지 고객접수센터 (나고야수도 다이얼)로 연락해 주십시오. 수도요금 외에 

하수도 사용료가 필요합니다.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는 ２개월분의 합계가 청구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므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고객접수센터 TEL 052–884–5959 FAX 052–872–1296 

접수시간(평일)8:00 - 19:00 (토일・휴일)8:00 - 17:15 

 

웹사이트 http://www.water.city.nagoya.jp/ 
 

1-1-2 전기, 가스   

*주요 사업자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을 필요로 하실 때에는 전력회사 담당창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사용을 신청하실 때에는 가스회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추부전력 

추부전력 담당창구 일람(고객센터에서 받습니다) 

지역 전화번호 

아츠타쿠・쇼와쿠・미즈호쿠 0120–985–710 

나카무라쿠・미나토쿠 0120–985–711 

텐파쿠쿠 0120–985–713 

메이토쿠・모리야마쿠 0120–985–717 

키타쿠・니시쿠 0120–985–720 

나카무라쿠（JR토카이도본선 서쪽） 0120–985–723 

치쿠사쿠・나카쿠・나카무라쿠（JR토카이도본선 동쪽）・히가시쿠 0120–985–729 

미도리쿠・미나미쿠 0120–985–760 

위의 전화번호는 휴대전화・PHS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 잘못 걸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어 홈페이지 http://www.chuden.co.jp/english/ 
 

■토호가스 본사 

토호가스 영업소 일람 

지역 담당 영업소 전화번호 

치쿠사쿠・쇼와쿠・메이토쿠・텐파쿠쿠 호시가오카 영업소 052–781–6131 

키타쿠・히가시쿠・모리야마쿠 키타 영업소   052–902–1111 

나카쿠・미나토쿠・나카가와쿠・나카무라쿠・니시쿠 나카무라 영업소  052–471–1151 

미즈호쿠・미나미쿠・아츠타쿠・미도리쿠 카사데라 영업소  052–821–7141 

○문의는「고객센터」에서 받습니다.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고객센터」로 연결됩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http://www.water.city.nagoya.jp/
http://www.chuden.co.jp/english/


 

1-2 우편・전화 
1-2-1우편 
주소가 바꼈을 때에는 우체국에 주소변경신고(転居届)를 해 놓으시면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１년 동안 이전 주소로 보내지는 우편물이 새로운 주소로 배달됩니다. 

영어 우편안내 서비스 TEL 0570–046–111 

（평일 8:00 - 22: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9:00 - 22:00） 

영어 우편 안내 홈페이지 http://www.post.japanpost.jp/index_en.html 
 

1-2-2전화 
 

・NTT 니시니혼 인포메이션(외국어정보센터) 

TEL 0120–064337(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대응가능) 

영업시간 9:00 - 17: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12/29 - 1/3)은 휴무  

・전화 신설 및 이전 

TEL 116(일본어만 대응가능) 

영업시간 9:00 - 17: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영업(연말연시 12/29 - 1/3일은 휴무)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 잘못 걸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TT 니시니혼 홈페이지(영어판) http://www.ntt-west.co.jp/english/ 
 

전화에 관한 문의처 등 일람 
 NTT 니시니혼 전화서비스   

신설･이전 등 ℡116（일본어만 대응 가능） 

     영업시간 9：00～17：00，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영업 

     （연말연시12/29～1/3은 휴무） 

    고장 ℡113（일본어만 대응 가능） 

     24시간 접수（음성 가이던스에 의한 녹음 접수） 

    번호안내（유료） ℡104（일본어만 대응 가능） 

     24시간 접수 

    전보（유료） ℡115（일본어만 대응 가능） 

     영업시간 8：00～19：00，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영업 

시보（유료） ℡117（일본어만 대응 가능） 

     24시간 이용가능 

날씨예보（유료） ℡177（일본어만 대응 가능） 

     24시간 이용가능 

NTT 니시니혼 인포메이션（외국어정보센터）  

℡0120–064337 

（영어，중국어，한국어･조선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 대응 가능） 

영업시간 9：00～17：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연말연시（12/29～1/3）는 휴업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 잘못 걸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http://www.post.japanpost.jp/index_en.html
http://www.ntt-west.co.jp/english/


1-3 쓰레기 처리 
1-3-1 쓰레기와 자원을 내놓는 방법 
가정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발화성 위험물, 대형 쓰레기를 원칙상 각 

집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는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은 

원칙상 각 집별로 수거하고 빈병, 빈캔, 종이용기포장, 페트병은 스테이션(지역의 수거 

장소)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 등에서는 페트병, 종이팩, 소형 가전제품, 

식용유 및 형광등・수은체온계・수은온도계를 거점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신문, 잡지, 골판지, 의류 ・ 직물류 등은 지역의 집단 자원 회수 시에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이를 함부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일 당일 아침에 내놓도록 

협력하여 주십시오. 집단자원회수 시에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리사이클 스테이션, 헌종이 

리사이클 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전날부터 헌종이를 내놓으면 함부로 가져가는 피해를 당하기 쉬운  

것뿐만 아니라, 방화의 위험도 있으므로 헌종이는 회수일 당일 아침에 

내놓아 주십시오. 
 
 

1-3-2 쓰레기 감량 

나고야시는「순환형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여 쓰레기 감량, 리사이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될 것 같은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받지 않으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쓰레기로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봉투 유료화」 

쓰레기 감량이나 자원절약,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비닐봉투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취지에 찬동하는 많은 슈퍼마켓이나 약국, 세탁소 등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을 볼 때에는 각자 자신의 가방을 이용하셔서 비닐봉투를 줄이는데 협력해 주십시오. 

유료화의 실시여부나 비닐봉투의 가격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쓰레기와 자원의 분류 방법・내놓는 방법 

쓰레기의 분류 방법・내놓는 방법 

・원칙상 각 집별로 수거합니다. (지역의 사정에 따라 스테이션(수거 장소)에 직접 가져가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제외하고 공휴일도 수거합니다. 
 

쓰레기 종류 대  상 내놓는 방법 내놓는 장소 

가연 쓰레기 

（주 ２회 수거） 

30cm 이하의 다음과 

같은 쓰레기 

・부엌 음식 쓰레기 

・잡초・나뭇가지 

・종이 기저귀 

・고무제품  

・섬유제품 

・가죽제품  

・휴지  

・플라스틱제품 등 

가정용 가연 

쓰레기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정해진 장소에 수거일 

아침 8시까지 내놓아 

주십시오. (나카쿠에 

사시는 분은 오전 

７시까지 내놓아 

주십시오.) 

발화성 위험물 

（주 ２회 수거） 

※가연 쓰레기와  

같은 날 

・분무액 캔류 

・일회용 라이터 

・고형연료(캔에 든 것) 

・・리튬전지(충전할 수 

없는 것) 

자원용 

지정봉투(투명・속이 

보이는 반투명 봉투도 

가능)에 넣어 

주십시오. 

※스프레이 캔류는 

내용물을 비워 

주십시오. 구멍을 뚫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수거일 

아침 8시까지 내놓아 

주십시오. 

(나카쿠에 사시는 분은 

오전 7시까지 내놓아 

주십시오.) 

가연 쓰레기와는 

별도로 하여(조금 

거리를 두고) 내놓아 

주십시오. 

불연 쓰레기 

（월 １회 수거） 

30cm 이하의 다음과 

같은 쓰레기 

・유리조각, 도자기 조각 

・소형 금속제품 등으로  

소각이 부적절한 쓰레기 

・건전지 

・우산(봉투 밖으로 나올 

때는 봉투를 묶어 

주십시오.) 

가정용 불연 

쓰레기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정해진 장소에 수거일 

아침 8시까지 내놓아 

주십시오. (나카쿠에 

사시는 분은 오전 

７시까지 내놓아 

주십시오.) 

대형 쓰레기 

（유료・신청제 월 

１회） 

※신청은 

수거일의 7 일 

전까지 입니다. 

・전자제품, 가구 등 

30cm를 넘는 대형 

쓰레기 

（에어컨, 브라운관식 

텔레비전・

액정텔레비전・플라스마 

텔레비전, 전기 

냉장고・전기 냉동고, 

전기 세탁기・

신청하실 때 수거일, 

쓰레기를 내놓는 장소, 

수수료 등을 알려 

드립니다. 

 

전화로 신청하셔야 

하고 수거는 

유료입니다. 

대형 쓰레기 접수 

센터(0120–758–530 

현 외에서・휴대전화로 

전화하실 때는 

052–950–2581)로 

일본어가 가능한 분을 



의류건조기, 컴퓨터를 

제외） 

통해 전화해 주십시오.  

접수시간은 

월-금요일까지의 오전 

９시부터 오후 

５시까지입니다. (토・

일, 연말연시를 제외) 

나고야의 쓰레기 감량・자원화 가이드 (링크) 

※까마귀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내놓을 때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신문지 

등으로 싸서 내놓고, 그물망으로 쓰레기봉투를 완전히 덮어주시도록 협력 부탁드립니다.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에어컨, 브라운관식 텔레비전 ・ 액정 텔레비전 ・플라스마 

텔레비전, 전기냉장고・전기냉동고, 전기세탁기・의류건조기)은 시에서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새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새롭게 구매하는 소매점에 수거를 의뢰하십시오. 새로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에 구매하셨던 소매점에 수거를 의뢰하십시오. (유료)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의해 재활용된 컴퓨터(데스크톱 본체, 모니터, 일체형 컴퓨터, 

노트북)는 시에서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제조업체에 수거 신청을 해 주십시오. 

※나고야시에서는 자원과 쓰레기의 팜플렛(영어, 중국어, 한국어 ・ 조선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판)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국 

작업과（℡972-2394）(환경사업소 일람)에 일본어가 가능한 분을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신문, 잡지・종이, 종이상자, 의류・직물류 등은 정기적으로 지역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일이나 시간, 수거 품목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지역 주민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회람판이나 게시판, 신문 전단지 등으로 홍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http://www.city.nagoya.jp/kankyo/cmsfiles/contents/0000066/66330/Korean.pdf


 

자원과 쓰레기 분류 방법・내는 방법 
・주１회로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은 원칙적으로 각 호 수거입니다. 종이 용기포장, 페트병, 

빈병, 빈캔은 스테이션(지역의 수거장소)에서 수거합니다. 

・자원은 속을 가볍게 헹군 뒤 각각 종류별로 나누어서 내놓아 주십시오. 

・연말연시를 제외하고 휴일도 수거합니다.   

포장용기는 메이커나 판매점이 상품을 넣은 것(용기)과 포장한 것(포장)을 말합니다. 
 

자원 종류 대  상 내는 방법 내는 장소 

플라스틱제 

포장용기 

 

 

 

・플라스틱병 

종류(페트병 제외) 

・컵・팩류・쟁반 

・비닐봉지・랩류 

・망・네트류 

・플라스틱제 뚜껑류 

・완충재류 

・내용물을 가볍게 

헹구어 주십시오.  

・자원용 지정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플라스틱제품 포장 

용기만 한 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정해진 장소에 수거일 아침 

８시까지 내놓아 주십시오. 

(나카쿠는 오전 ７시까지 

내놓아 주십시오.) 

종이 포장 용기 

 

 

・종이 상자류 

・종이컵・캔류 

・포장지류 

・종이봉지류 

・종이 뚜껑류 

・술 또는 주스팩(안쪽에 

은박지가 붙어있는 것) 

・내용물을 가볍게 

헹구어 주십시오. 

・자원용 지정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종이 포장 용기만 

넣어 주십시오.) 

정해진 스테이션(지역의 

수거 장소)에 수거일 아침 

８시까지 내놓아 주십시오. 

(나카쿠는 오전 ７시까지 

내놓아 주십시오.) 

페트병 

 

 

라벨에 PET 마크가 

붙어 있는 음료, 술, 

미린류, 간장, 조미료, 

식초 등의 페트병 

・뚜껑을 열어 뚜껑은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으로 

배출하십시오. 

・내용물을 가볍게 

헹구어 주십시오. 

・자원용 지정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페트병만 넣어 

주십시오.) 

정해진 스테이션(지역의 

수거 장소)에 수거일 아침 

８시까지 내놓아 주십시오. 

(나카쿠는 오전 ７시까지 

내놓아 주십시오.) 

빈병 

 

음료용, 식품용, 

화장용품의 빈병 

・뚜껑을 열어 

플라스틱제 뚜껑은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으로, 

금속제 뚜껑은 

불연성 쓰레기로 

배출하십시오. 

・내용물을 가볍게 

헹구어 주십시오. 

・봉투에 넣지 말고, 

직접 청색 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정해진 스테이션(지역의 

수거 장소)에 푸른색 

회수바구니를 설치하므로 

수거일 아침 ８시까지 

회수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나카쿠는 오전 

７시까지 내놓아 

주십시오.) 



빈캔 

 

음료용, 식품용 빈캔 

 

・내용물을 가볍게 

헹구어 주십시오. 

・치쿠사, 히가시,기타, 

니시, 나카무라, 

나카, 쇼와, 미즈호, 

아츠타, 미나미, 

모리야마, 미도리, 

메이토, 텐파쿠쿠는 

자원용 지정 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나카가와쿠, 

미나토쿠는 봉투에 

넣지 말고, 직접 

황색 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정해진 스테이션(지역의 

수거 장소)에 수거일 아침 

８시까지 내놓아 

주십시오. (나카쿠는 오전 

７시까지) (치쿠사, 

히가시, 키타, 니시, 

나카무라, 나카, 쇼와, 

미즈호, 아츠타, 미나미, 

모리야마, 미도리, 메이토, 

텐파쿠) 

・정해진 스테이션(지역의 

수거 장소)에 노란색 

회수바구니를 설치하므로 

수거일 아침 ８시까지 

회수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나카가와, 

미나토구) 

※당분간 자원용 지정봉투 대신 「투명・속이 보이는 반투명 봉투도 가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점 수거 자원을 내놓는 방법 

자원 종류 대상 내놓는 방법 내놓는 장소 

페트병 라벨에 PET 마크가 

붙어 있는 음료, 술, 

미린류, 간장, 

조미료, 식초 등의 

페트병 

・뚜껑・라벨을 제거해 

주십시오. 

・뚜껑과 플라스틱제의 

라벨은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에 그외 

라벨은 가연 쓰레기에 

내놓아 주십시오. 

・떼기 힘든 라벨은 떼지 

않아도 됩니다.  

・안을 가볍게 헹구어 

주십시오.  

・봉투에 넣지 말고 직접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시내의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구청, 환경사업소 

등의 공공시설에 설치된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종이팩 

음료용으로 안쪽에 

알루미늄박이 붙어 

있지 않은 것. 

・안을 가볍게 헹군 뒤 

펼쳐서 말려 주십시오. 

・봉투에 넣지 말고 직접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시내의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구청, 환경사업소 

등의 공공시설에 설치된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소형 

가전제품 

대강 세로 

15cm×가로 

40cm×깊이 25cm 

이하의 

소형가전제품(컴퓨

터,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게임기,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것은 미리 데이터를 

지우고 내놓아 

주십시오.  

・한번 넣은 것은 꺼낼 수 

없습니다. 넣기 전에 

잘 확인해 주십시오. 

・봉투에 넣지 말고 직접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시내의 종합 슈퍼, 구청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수거 

거점 일람은 하기 참조) 

식용유 샐러드유, 유채씨 

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 

 

・기름을 완전히 식힌 후 

500ml 페트병에 다시 

넣어 수거 협력 

점포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시내 슈퍼마켓(수거 협력 

점포)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수거는 

원칙적으로 각 점포의 

서비스 카운터에서 

합니다. (수거 거점 일람은 

하기 참조) 

형광등・수은

체온계・수은

온도계 

형광등 

 

 

 

・백열전구・LED제품・

깨진 형광등은 불연 

쓰레기에 내놓아 

주십시오. 

각 구의 환경사업소 또는 

가전 판매점・홈센터 등 

형광등 회수 협력가게에 

가지고 가십시오.(회수 

협력가게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수은 체온계・수은 ・전자식 체온계는 소형 각 구의 환경사업소에 

http://www.city.nagoya.jp/ko/page/0000097955.html


온도계 가전 혹은 가연 

쓰레기에 내놓아 

주십시오. 

・알코올 온도계 및 깨진 

수은 체온계・수은 

온도계는 불연 

쓰레기에 내놓아 

주십시오. 

가지고 가십시오. 

 

 

 



＜소형 가전제품의 수거 거점 일람＞            （2018년 3월 1일 현재） 

구 시설명 

치쿠사 아피타 치요다바시점, 치쿠사 구청 

히가시 이온 나고야 돔 앞점, 히가시 구청 

키타 아피타 나고야 키타점, 마츠야덴키 카미이다 이온점, 키타 구청, 구스노키 

지소 

니시 요시즈야 나고야메이세이점, 니시 구청, 야마다 지소 

나카무라 
DCM카마 나고야 코가네점, DCM카마 핫타점, 마츠야덴키 나카무라점, 

나카무라 구청 

나카 톱카메라 나고야 본점, 나카 구청 

쇼와 이온 야고토점, 쇼와 구청, DCM카마 나고야 시로카네점 

미즈호 카인즈 나고야 호리타점, 미즈호 구청 

아츠타 이온 아츠타점, DCM카마 21 아츠타점, 아츠타 구청 

나카가와 
DCM카마 센논지점, DCM카마 나카가와 도미다점, 마츠야덴키 야구마점, 

요시즈야 다이헤이도리점, 나카가와 구청, 도미다 지소 

미나토 

아피타 토카이도리점, 이온 스타일 나고야차야점, 이온 나고야 미나토점, 

이온 난요점, 카인즈 나고야 미나토점, 포트워크 미나토 아피타 미나토점, 

미나토 구청, 난요 지소 

미나미 
아피타 나고야 미나미점, 이온 아라타마바시점, DCM카마 모토시오점, 

미나미 구청 

모리야마 이온 모리야마점, 카인즈 나고야 모리야마점, 모리야마 구청, 시다미 지소 

미도리 아피타 나루미점, 아피타 미도리점, 이온 오다카점, 카인즈 나고야 오다카 

인터점, 미도리 구청, 토쿠시게 지소 

메이토 마츠야덴키 이노코이시점, 메이토 구청 

텐파쿠 마츠야덴키 히라바리점, 텐파쿠 구청 

  ※수거 시간은 각 시설의 영업(개청)시간에 준합니다. 

 

＜식용유 수거 거점 일람＞                 （2018년 3월 1일 현재） 

구 시설명 

치쿠사 

아피타 치요다바시점, 야마나카 카쿠오잔 프란테, 파레마르쉐 이케시타점, 

야마나카 후지미다이 프란테, Maxvalu（마크스바류） 이마이케점, 

Maxvalu（마크스바류）지유가오카점, Maxvalu（마크스바류） 그랜드 

치쿠사 와카미야 오리점, Maxvalu（마크스바류） 모토야마점, 야마나카 

아스티점 

히가시 

이온 나고야 돔 앞점, Maxvalu（마크스바류） 스나다바시점, 

Maxvalu（마크스바류）다이칸점, Maxvalu（마크스바류） 토쿠가와 

메이린점, 야마나카 오조네점 

키타 
Maxvalu（마크스바류） 아지마점, Maxvalu（마크스바류） 하토오카점, 

Maxvalu（마크스바류） 와카바도리점, 야마나카 시미즈점 

니시 
헤이와도 나카오타이점, Maxvalu（마크스바류） 그랜드 메이세이점, 

야마나카 쇼나이도리점, 요시즈야 나고야 메이세이점 



나카무라 
파레마르쉐 나카무라점, Maxvalu（마크스바류） 다이코점, 야마나카 

이나바지점, 야마나카 노리타케점, 야마나카 핫타 프란테관 

나카 
Maxvalu（마크스바류）치요다점, 야마나카 츠루마이점, 야마나카 

마쓰바라점 

쇼와 
이온 야고토점, Maxvalu（마크스바류） 가와하라점, 

Maxvalu（마크스바류）고키소점, 야마나카 야스다점 

미즈호 
파레마르쉐 호리타점, 피아고 라 후즈코어 사쿠라야마점, 

Maxvalu（마크스바류） 익스프레스 미즈호도리점, 야마나카 미즈호점 

아츠타 이온 아츠타점, 파레마르쉐 진구점, 마크스바류 치토세점 

나카가와 

헤이와도 호우세이점, Maxvalu（마크스바류） 시노하라바시 히가시점, 

Maxvalu（마크스바류） 쇼와바시도리점, Maxvalu（마크스바류） 

후쿠후네점, 야마나카 신나카시마 프란테관, 요시즈야 다이헤이도리점 

미나토 
보트워크 미나토 아피타 미나토점, 더 찰렌지 하우스 기바, 

Maxvalu（마크스바류）미나토쥬반점 

미나미 
아피타 나고야 미나미점, 이온 아라타마바시점, Maxvalu（마크스바류） 

익스프레스 카사데라점, 야마나카 시바타점 

모리야마 
아피타 신모리야마점, 이온 모리야마점, 오쿠와나고야 모리야마점, 야마나카 

시켄야 프란테, 피아고 모리야마점 

미도리 

아피타 나루미점, 아피타 미도리점, 이온 오다카점, 코프아이치 

오다카인터점, 피아고 시미즈야마점, 힐즈워크 토쿠시게가든스, 헤이와도 

나루파크점, Maxvalu（마크스바류）, 나루코점, Maxvalu（마크스바류） 

아리마츠 역앞점, Maxvalu（마크스바류）사쿄야마점, 야마나카 시로츠치 

프란테관 

메이토 
야마나카 고쿠라쿠 프란테점, 코프아이치가미야시로점, 

Maxvalu（마크스바류） 잇샤점, Maxvalu（마크스바류） 가나레점 

텐파쿠 
피아고 히라바리점, Maxvalu（마크스바류）익스프레스 츠치하라점, 

Maxvalu（마크스바류）히라바리점, 야마나카 야고토 프란테점 

※수거 시간은 각 점포의 영업 시간에 준합니다. 

 

리사이클 스테이션  

가정에서 나온 자원을 리사이클！ 

아래의 56곳의 리사이클 스테이션에서는 정기적으로 여러 종류의 자원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스테이션을 이용해 주십시오. 

[문의처] 

환경국 쓰레기감량부 감량추진실  

TEL 972–2398 FAX 972–4133 

[회수 품목] 

신문, 잡지, 골판지, 종이팩（※１）、빈병, 빈캔, 의류・직물류, 냄비・주전자류（※２） 

※１ 종이팩:음료용으로 안쪽에 알루미늄 박지가 붙어 있지 않은 것 

※２ 냄비・주전자류:금속제 냄비・주전자, 전기 밥통의 내부솥, 후라이팬 

[리유스(재이용) 스테이션] 

일부 리사이클 스테이션에서는 의류・직물류, 도자기제 식기, 냄비, 주전자류, 책 교환을 

하는「리유스 스테이션」도 같이 엽니다. 

  



 

 
 

(2018년 4월 1일 현재: 56개소) 

구 명 개 최 장 소 / 소 재 지 개 최 일 / 접 수 시 간 

치쿠사 

타치모토코이 (점포 앞) 

이마이케 ２쵸메 27 

제２・４ 화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이온타운 치쿠사(마크스바류 앞 

평면주차장) 

치쿠사 ２쵸메 16–13 

제１・３ 목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아피타 치요다바시점 (남쪽 

평면주차장) 

치요다 바시 2–1–1 

매주 금요일 

10:00 - 12:00 13:00 - 14:00 

나후코 토미다 하루오카점 (주차장) 

하루오카도리 7–45 

매주 금요일 

10:00 - 14:00 

야마나카 아스티점 (제２주차장) 

쿄메이 １쵸메 1–32 

제１・３ 토요일 

10:00 - 12:00 13:00 - 14:00 

히가시 

이온 몰 나고야돔 앞 

(평면주차장 「이온 바이크」 앞) 

야다미나미 4–102–3 

제２・４ 목요일 

10:00 - 12:00 13:00 - 14:00 

 

키타 

바로 코온지점 (주차창) 

미즈쿠사 1–47–1 

제１・３ 화요일 

10:00 - 12:00 13:00 - 14:00 

피아고 아지마점 (점포앞 주차장 

동쪽) 

쿠스노키 ３쵸메 606 

매주 목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오즈모루 오조네상점가 (상점가 내) 

오조네 ２쵸메 10–6 

제１・３ 금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에쿠보츠지마치점 (점포앞 주차장) 

츠지마치 １쵸메 37 

매주 토요일 

10:00 - 12:00 13:00 - 14:00 

니시 

요시즈야 나고야 메이니시점 (평면 

주차장 동쪽) 

메이세이 2–33–8 

제２・４ 월요일 

10:00 - 12:00 13:00 - 14:00 

나카무라 

피아고 나카무라점 (점포 앞 주륜장) 

오몬쵸27 

제２・４ 월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야마나카 핫타프란테관 (평면주차장 

남쪽) 

이와츠카쵸 니시에 1–1 

제１・３ 수요일 

10:00 - 12:00 13:00 - 14:00 

파레마루쉐 나카무라점 (남동 

주차장 안) 

츠루기쵸 １ 

제２・４ 목요일 

10:00 - 12:00 13:00 - 14:00 

나카 

Maxvalu（마크스바류）치요다점 

(주륜장) 

치요다 4–13–1 

매주 화요일 

10:00 - 14:00 

히가시베츠인 (히가시산도 

입구주차장)  

제１・３ 목요일 

10:00 - 14:00 



 

(2018년 4월 1일 현재: 56개소) 

구 명 개 최 장 소 / 소 재 지 개 최 일 / 접 수 시 간 

※시간주의 

다치바나 ２쵸메 8–55 

제２・４ 화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쇼와 

샨피아포토 (주차장 동쪽) 

시라가네 3–6–24 

매주 수요일 

10:00 - 14:00 

세유 고키소점 (점포 서쪽 주차장) 

시오츠케도리 3–1 

제２・４ 수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야고토 하우징구 (주차장) 

야고토혼마치 16 

제２・４ 수요일 

10:00 - 12:00 13:00 - 14:00 

미즈호 
바로 미즈호점 (주차장) 

마메다쵸 5–2 

제１・３ 화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아츠타 이온 몰 아츠타(서북쪽 주차장) 

무츠노 １쵸메 2–11 

매주 화요일 

10:00 - 14:00 

제２・４ 목요일 

10:00 - 14:00 

에코로지센터-Re☆창고아츠타 

(상설리사이클 스테이션) 

하치반2–19–16 

매주 월・목・금・토・일요일 

10:00 - 17:00 

 

나카가와 

 

더 빅익스프레스 고뇨시점 (주차장) 

고뇨시쵸 2–32 

매주 월요일 

10:00 - 14:00 

호세이 단지 ３호동 (１층 필로티) 

호세이쵸 １ 

매주 월요일 

10:00 - 14:00 

더 빅익스프레스 아라코 (주차장) 

키라쵸 138–6 

매주 수요일 

10:00 - 14:00 

휘이루 아이아이 플라자 (동남 

주차장) 

노다 １쵸메 250 

제１・３ 수요일 

10:00 - 12:00 13:00 - 14:00 

더・차렌지하우스 타이헤이도리  

(타이헤이도리쪽 주차장) 

야츠야쵸 3–28 

제１・３ 목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아즈파크 (Ｆ주차장) 

니이에 １쵸메 2421 

제１・３ 금요일 

10:00 - 12:00 13:00 - 14:00 

미나토 

바로 코에이점 (주차장) 

코에이 ２쵸메 8–30 

매주 월・토요일 

10:00 - 14:00 

나후코 난요점 (북쪽 주차장) 

시치탄노 １쵸메 1108 

매주 화요일 

10:00 - 14:00 

에쿠보 치토세점 (서쪽 주차장) 

치토세 ２쵸메 42–12 

매주 화요일 

10:00 - 14:00 

나후코 토치점 (서쪽 주차장) 

메이쇼 １쵸메 234 

매주 수요일 

10:00 - 14:00 

이온 몰 나고야 미나토점 (주차장) 

시나가와쵸 2–1–6 

매주 목요일 

10:00 - 14:00 



 

(2018년 4월 1일 현재: 56개소) 

구 명 개 최 장 소 / 소 재 지 개 최 일 / 접 수 시 간 

JA나고야 A–COOP 난요점 (북쪽 

주차장) 

오니시 １쵸메 40 

제２・４ 목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에쿠보 뉴죠점(남쪽 주차장) 

쇼호쵸 8–57 

매주 금요일 

10:00 - 14:00 

아오키슈퍼 키바점 (주차장) 

키바쵸 2–36 

매주 토요일 

10:00 - 14:00 

미나미 

DCM 카마 모토시오점(평면주차장 

북동쪽 모서리) 

모토시오쵸 ４쵸메 20–1 

제１・３ 화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아피타 나고야미나미점 (북쪽 

평면주차장) 

토요타 ４쵸메 9–47 

제１・３ 수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아이치 생활협동조합 (직원주차장) 

키타우치쵸 1–10 

제２・４ 일요일 

10:00 - 14:00 

이콜로지센터 Re☆ 소코 사쿠라 

(상설 리사이클 스테이션) 

니시사쿠라쵸 31-1 

지역활동지원센터 구오레 안 

매주 화・수・목・금・토요일 

(공휴일은 쉼) 

10:00 - 17:00 

모리야마 

이온 모리야마점 (주차장 동쪽 

출입구 옆) 

사사가네 3쵸메 1228 

매주 월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시미즈야 후지가오카점 (모리타카 

히가시 파킹) 

모리타카 히가시 １쵸메 509 

제１・３ 월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코프 아이치 오바타점 (제2주차장) 

오바타미야노코시 5–40 

제１・３ 화요일 

10:00 - 12:00 13:00 - 14:00 

피아고 사이죠점 (북쪽 주차장) 

무라아이쵸 175 

매주 금요일 

10:00 - 12:00 13:00 - 14:00 

미도리 

아피타 나루미점  

(평면 주차장 서쪽 출입구 부근) 

나루미쵸덴키야마 3–9 

매주 목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오다카 공설시장 (남쪽 주차장) 

모리노사토 １쵸메 93 

제２・４ 금요일 

10:00 - 12:00 13:00 - 14:00 

피아고 시미즈야마점 (점포 북쪽 

주차장 안) 

시미즈야마 1쵸메 501 

매주 토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에쿠보 모모야마점(점포 앞 주차장 

서쪽 출구 옆) 

모모야마 4쵸메 342 

매주 토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아오키 슈퍼 나루코점 (주차장) 

카미아사히 ２쵸메 101 

제２・４ 토요일 

10:00 - 14:00 



 

(2018년 4월 1일 현재: 56개소) 

구 명 개 최 장 소 / 소 재 지 개 최 일 / 접 수 시 간 

메이토 

이온 나고야 히가시점 (점포 정면 

제１ 주차장) 

이노코이시하라 ２쵸메 1701 

제２・４ 화요일 

10:00 - 12:00 13:00 - 14:00 

마크스바류 카나레점 (점포 북쪽 

주차장) 

카나레 ２쵸메 908 

제２・４ 수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세유 타카바리점 (제３ 주차장) 

마키노사토 １쵸메 401 

매주 토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이온 메이토피아점(옥상 주차장 

북서쪽) 

다카마쵸 501-1 

매주 화요일 

10:00 - 12:00 13:00 - 14:00 

텐파쿠 

피아고 우에다점 (점포남서 안쪽 

주차장) 

모토우에다 １쵸메 302 

매주 금요일 

10:00 - 12:00 13:00 - 14:00 

판다즈 시마다점 (점포 남서주차장) 

시마다 1쵸메 902 

제１・３ 토요일 

10:00 - 12:00 13:00 - 14:00 

아오키 슈퍼 우에다점 (주차장) 

우에다미나미 ２쵸메 701 

제２・４ 토요일 

10:00 - 14:00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등 회장 사정에 따라 개최일을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에도 실시하지만 경보(폭우, 홍수, 대설 등)발령시에는 중지합니다. 
 

폐지리사이클센터 
「아이치현 폐지 협동조합」에서는 폐지 리사이클 센터를 열고 있습니다. 

토・일요일에 개최하며 평일에 리사이클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 없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문의처] 아이치현 폐지 협동조합 TEL 533–2371 FAX 533–2372 

[회수품목] 신문, 잡지, 골판지, 종이팩（※）, 의류・직물류 

※종이팩: 음료용으로 쓰인 안쪽에 알루미늄 박지가 붙어있지 않은 것.  

 

(2018 년 4 월 1 일 현재:26 개소) 

구 명 개최장소 / 소재지 (전화번호) 개최 일 / 개최시간 

치쿠사 
(주)이시카와 마테리아루 치쿠사 영업소 

타시로 혼도리 1–16 (TEL 762–5261) 

매주 토・일요일・매월 8 일 

8:30 - 16:00 

히가시 
나고야 시교(주) 나고야 영업소 

이즈미１쵸메 17–20 (TEL 961–9151) 

제２・３・４ 토요일 

8:00 - 12:00 

키타 

(주)나고야 호쿠세이쇼지 

히라테쵸 1–29 (TEL 915–2814) 

매주 토요일・매월 ８일 

9:00 - 16:00 

후쿠다산쇼(주) 메이호쿠영업소 

츠지쵸 2 쵸메 36(TEL910-1811) 

매주 토・일요일・매월 ８일 9:00 - 

16:00 

니시 

다이에이 시교(주)본사 

죠사이 ５쵸메 12–3 (TEL 531–2478) 

매주 토요일・매월 ８일 

9:00 - 12:00 

토카이 시겐 

키마에쵸 156 (TEL 503–1526) 

매주 토・일요일・매월 ８일 

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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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4 월 1 일 현재:26 개소) 

구 명 개최장소 / 소재지 (전화번호) 개최 일 / 개최시간 

리메이킹구 (주) 나고야키타영업소 

스나하라쵸 341 (TEL 502–2588) 

매주 토요일 

9:00 - 16:00 

나카무라 

(유)오타 쇼덴 본사 

고가네도리 2–12 (TEL 452–0338) 

제１ 토요일・매월 ８일 

13:00 - 16:00 

미즈타니 세이시 겐료(주) 

주오쵸 16–19 (TEL 471–1670) 

제２・４ 일요일 

9:00 - 12:00 

매월 ８일 

8:00 - 16:00 

쇼와 
(주)후지카와 시교 나고야 영업소 

후쿠에 ２쵸메 11–25 (TEL 882–0157) 

매주 토요일・매월 ８일 

9:00 - 16:00 

나카가와 

후쿠다산쇼(주) 후쿠후네 사업소 

후쿠후네쵸 1–1–2 (TEL 353–3121) 

매주 일요일 

13:00 - 17:00 

제 1・3・5 토요일 

10:00 - 15:00 

(주)미야자키 나카가와 리사이클 센타 

토미다쵸 오오아자 센논지 아자 

아마가쵸카 1–1 (TEL 439–5411) 

매주 토요일 

13:00 - 16:00 

매주 일요일・매월 ８일 

9:00 - 12:00 

미나토 

(주)이시카와 마테리아루 미나토 리사이클 

센터 

츠키산쵸 3–1–2 (TEL 659–1911) 

매주 토・일요일・매월 ８일 

8:30 - 16:00 

(주)미야자키 코난 영업소 

주이치야 ２쵸메 10 (TEL 383–6201) 

 

제１・２ 일요일・매월 ８일 

9:00 - 12:00 

매월 8 일이 토요일인 경우 

9:00 - 12:00 

13:00 - 16:00 

매주 토요일 

13:00 - 16:00 

(주)메아코 미야자키 

쇼호쵸 2–6 (TEL 382–7815) 

매주 토요일 

13:00 - 16:00 

후쿠다산쇼(주) 후지마에사업소 

후지마에 2 쵸메 201-1(TEL 309–5477) 

매주 토・일요일 

9:00 – 16:00 

미나미 

(주)오노세이 

야지에쵸 2–31–1 (TEL 613–1221) 

매주토・ 일요일 

13:00 - 16:00 

후쿠다 산쇼(주) 메이난 사업소 

치카마도리 2–16–2 (TEL 811–5181) 

매주 토・일요일 

10:00 - 16:00 

리메이킹구(주) 나고야미나미영업소 

모토시오쵸 6–16-1 (TEL 612–1470) 

제２ 일요일 

9:00 - 15:00 

모리야마 

(주)이시카와 마테리아루 모리야마 

영업소 

나에시로 2–3–20 (TEL 797–8801) 

매주 토・일요일・매월 ８일 

8:30 - 16:00 

(주)에코카네코 

니시카와 하라쵸 273 (TEL 792–3038) 

제１ 토요일 

9:00 - 12:00 

다이코 쇼지(주)  매주 토・제 2・４ 일요일・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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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4 월 1 일 현재:26 개소) 

구 명 개최장소 / 소재지 (전화번호) 개최 일 / 개최시간 

오타이 3–5 (TEL 794–1110) ８일 

9:00 - 16:00 

미도리 

(주)이시카와 마테리아루 나루미 영업소 

나루미쵸 아카츠카 131–11 (TEL 

891–2729) 

매주 토・일요일・매월 ８일 

8:00 - 17:00 

(주)아마쥬 본사 

오다카쵸 아자 히가시 마사치 69–6  

(TEL 621–2072) 

매주 토・일요일・매월 ８일 

9:00 - 16:00 

(주)야마주 미도리코시센타 

오다카쵸 아자 오쿠 나카미치 45–2  

(TEL 622–5531) 

매주 토・일요일・매월 ８일 

9:00 - 16:00 

메이토 
하세가와 쇼지 

고사카 1728 (TEL 773–9650) 

제１・３ 일요일 

9: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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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강 
1-4-1 병원・진료소 
휴일이나 야간의 응급 때는 가까운 휴일 응급진료소를 이용하십시오. 
 

휴일 응급진료소 
일요일이나 공휴일, 연말연시, 야간에 갑자기 병이 났을 때에는 다음 표의 휴일 응급진료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소명 진료일 진료과 접수시간（주３） 전 화 번 호 

나고야시의사회 

응급센터 

（주１） 

일요일 

공휴일 

12／30～1／3 

안과 

이비인후과 

 9：30～12：00 

13：00～16：30 

17：30～20：30 

937–7821 

월～금요일 

（공휴일，12／30～ 

1／3을 제외） 

내과，소아과 

19：30～ 6：00 

토요일 

（공휴일，12／30～ 

1／3을 제외） 

17：30～ 6：00 

일요일 

공휴일 

12／30～1／3 

 9：30～12：00 

13：00～16：30 

17：30～ 6：00 

서부 평일 

야간응급센터 

（나카가와쿠 휴일 

응급진료소） 
월～금요일 

（공휴일，12／30～ 

1／3을 제외） 

내과，소아과 20：30～23：30 

361-7271 

남부 평일 

야간응급센터 

（미나미쿠 휴일 

응급진료소） 

611–0990 

동부 평일 

야간응급센터 
795-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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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야마쿠 휴일 

응급진료소） 

치 쿠 사 쿠  휴 일 

응 급 진 료 소 

일요일  

공휴일 

12／30～1／3 

 

내과，소아과 

 

 9：30～12：00 

13：00～16：30 

  

733–1191 

키타쿠 휴일 

응급진료소 
915–5351 

니 시 쿠 휴 일 

응 급 진 료 소 
531–2929 

나 카 무라 쿠  휴 일 

응 급 진 료 소 
471–8311 

쇼 와 쿠  휴 일 

응 급 진 료 소 
763–3115 

미 즈 호 쿠  휴 일 

응 급 진 료 소 
832–8001 

아 츠 타 쿠  휴 일 

응 급 진 료 소 
682–7854 

나카가와쿠   휴일 

응 급 진 료 소 
361–7271 

미 나 토 쿠  휴 일 

응 급 진 료 소 
653–7878 

미 나 미 쿠  휴 일 

응 급 진 료 소 
611–0990 

모 리 야마 쿠  휴 일 

응 급 진 료 소 
795–0099 

미도리쿠 휴일 

응급진료소 
892–1133 

메 이 토 쿠  휴 일 

응 급 진 료 소 
774–6631 

텐 파 쿠 쿠  휴 일 

응 급 진 료 소 
801–0599 

나고야키타 

치과보건의료센터 
일요일  

공휴일 

12／30～1／3 

치과 

 9：00～11：00 915–8844 

나고야미나미 

치과보건의료센터 
13：00～15：00 824–8844 

아이치 치과의료센터 

（주２） 

일요일  

공휴일 

8／13～8／15 

12／29～1／3 

치과  9：00～12：00 962–9102 

주１）아래 접수시간에는 통상 의사외에 소아과전문의도 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평  일）20：30~23：00 

    （토요일）17：30~23：00 

   （일요일・공휴일・12／30~1／3）9：30~12：00，13：00~16：30，17：3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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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２）12/29의 접수시간은 9：00~11：00 

12/30~1/3의 접수시간은 9：00~11：00，13：00~15：00 

（주３）진료개시시간은 원칙상 접수시간의 30분 후부터입니다.  
 

아이치현 구급의료정보센터 
 구급의료정보센터에서는 응급・사고 등으로 어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모를 

때, 24시간 체제로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63–1133）. 외국어로 

이용할 수 있는 음성 FAX 자동안내시스템은 아래 5개 국어로 대응하고 있으며, 각 언어로 

대응가능한 의료기관을 음성 또는 FAX로 자동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어，중국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한국어：Fax050-5810-5884 

또한, 인터넷으로 직접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표기는 일본어 ・

영어입니다.（http://www.qq.pref.aichi.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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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보건소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모자건강수첩의 교부와 영유아 건강진단실시 등 엄마와 아기의 건강에 관한 

상담지도, 대상연령의 결핵 예방접종, 암검진, 건강만들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시 대책과 에이즈의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등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환경위생의 업무, 안전하고 안심한 식생활을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무, 개・고양이 등을 

적절히 사육하기 위한 동물애호관리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소음과 악취 등에 대처한 공해대책의 상담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일람(4・2・3)참조) 
  

보 건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치쿠사보건소 치쿠사쿠 카쿠오잔도리 8–37 753–1951 751–3545 

히가시보건소 히가시쿠 츠츠이 １쵸메 7–74 934–1205 937–5145 

키타보건소 키타쿠 시미즈 ４쵸메 17–1 917–6541 911–2343 

구스노키 분실 키타쿠 구스노키 ２쵸메 967 902–6501 902–6502 

니시보건소 니시쿠 하나노키 2쵸메 18–1 523–4601 531–2000 

야마다 분실 니시쿠 야수지쵸 161–1 504–2216 504–2217 

나카무라보건소 나카무라쿠 메라쿠쵸 ４쵸메 7–18 481–2216 481–2210 

나카보건소 나카쿠 사카에４쵸메 1–8 265–2250 265–2259 

쇼와보건소 쇼와쿠 아유치도리 3–19 735–3950 731–0957 

미즈호보건소 미즈호쿠 다나베도리 ３쵸메 45–2 837–3241 837–3291 

아츠타보건소 아츠타쿠 진구 ３쵸메 1–15 683–9670 681–5169 

나카가와보건소 나카가와쿠 다카바타 １쵸메 223 363–4455 361–2175 

도미타 분실 나카가와쿠 하루타 ３쵸메 215 303–5321 303–5438 

미나토보건소 미나토쿠 미나토사카에 ２쵸메 2–1 651–6471 651–5144 

난요 분실 미나토쿠 하루타노 ３쵸메 1806 302–8161 301–4674 

미나미보건소(공해

대책을 제외) 
미나미쿠 히가시마타베초 5–1–1 614–2811 614–2818 

(공해대책) 미나미쿠마에하마도리3-10 823-9422 823-9425 

모리야마보건소 모리야마쿠 오바타 １쵸메 3–1 796–4610 796–0040 

시다미 분실 
모리야마쿠 오아사 시모시다미 

아자요코 즈츠미 1390–1 
736–2023 736–2024 

미도리보건소 미도리쿠 아이바라고 １쵸메 715 891–1411 891–5110 

도쿠시게 분실 미도리쿠나루미초아자도쿠시게18-41 878–2227 878–3373 

메이토보건소 메토쿠 가미야시로 ２쵸메 50 778–3104 773–6212 

텐파쿠보건소 텐파쿠쿠 시마다 ２쵸메 201 807–3900 803–1251 
 

 

1-5 육아 
1-5-1 임신, 출산 
임신을 하시면, 보건소에 임신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는 모자 건강수첩을 

교부해 드립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 조선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로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이 수첩은 엄마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며 같이 

드리는 별책 등으로 임산부건강진단검사와 유아건강진단검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 별책의 출생보고 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가정에 보건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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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합니다.  

영유아 건강진단검사는 만３개월, 만 １세 ６개월, 만 ３세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통지합니다. 

또한, 0세아에서 중학교 ３년생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혜택을 드리고 있으므로 구청 

보험연금과・지소구민복지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의료비 조성 (링크) 

※ 3-7-5 [의료비 조성] 참조 
 

1-5-2 보육원・인정어린이원・소규모 보육사업소・가정적 보육사업소・사업내 

보육사업소 
어린이의 보호자가 맞벌이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어린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보육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린이를 보육해 드리는 아동 복지 시설입니다.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육료 이용자 부담액(이용료)는 그 

가정의 전년도 소득시민세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용수속은 구청 민생어린이과・지소 

구민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5-3 유치원 
만 ３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설입니다. 유치원은 

시립과 사립이 있으며, 보통 시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은 ９월에 입원원서를 배포하여, 10월에 

접수와 입학결정을 합니다. 입학 절차는 각 유치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시립유치원 입학에 관해서는, 희망하는 유치원 또는 교육위원회 교직원과(TEL 972–3243・

FAX 972–4177)로 문의하시고 사립유치원 입학에 관해서는 희망하는 유치원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립유치원(어린이・육아지원신제도에 이행한 유치원은 제외)에 다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는 소득에 따라 수업료 등의 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보조에 관해서는 다니고 있는 유치원 또는 교육위원회 학사과(TEL 972–3217・FAX 

972–4175)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http://www.city.nagoya.jp/ko/page/00000140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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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육 
1-6-1 일본의 교육제도 
일본의 의무교육은 ６세에서 12세까지의 초등학교 ６년간과 12세에서 15세까지의 중학교 

３년간 모두 ９년간입니다. 

좀 더 교육을 받고 싶을 때에는 입학시험 후 고등학교 ３년간, 또 다시 대학 

４년간(단기대학일 경우는 ２년간) 진학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모두 ４월에 시작되어 이듬해 ３월에 끝납니다. 학교의 종류는 국립, 공립(현립・

시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1-6-2 초등학교・중학교 
시립 초 ・중학교에 자녀를 다니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 시민과(지소의 경우에는 

시민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립 초・중학교 및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 초・중학교는 일본어 능력에 관계없이 입학이 가능하며 거주지 주소로 다니게 될 

학교가 결정되므로 실제 살고 있지 않는 타학군의 시립 초 ・ 중학교에 입학할 수는 

없습니다. 

시립 초 ・ 중학교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됩니다. 수업료는 무료이지만 급식비와 교재비 

일부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나고야시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시립초・중학교에 보낼 

수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원조하는 취학 원조 제도가 있습니다. 취학 

원조에 대해서는 다니고 있는 시립 초・중학교 및 교육위원회 학사과(TEL 972–3217・FAX 

972–4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중학교에 자녀를 통학시키고 있는 보호자를 위하여 중국어, 한국어・조선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스페인어로 작성된 외국인 보호자용 가이드북「ようこそ なごや

へ」가 있습니다. 나고야시 공식 웹사이트의 각 언어 페이지에서 보십시오. 

ようこそ なごやへ 
 

1-6-3 고등학교・대학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입학에는 중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의 

학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각 고등학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대학은 각 대학마다 교육과정과 선발방법이 다르며, 일정한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와 대학도 국, 공, 사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http://www.city.nagoya.jp/ko/cmsfiles/contents/0000014/14102/22_welcom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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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택 
1-7-1 주택을 찾는 방법 
부동산업자를 통하여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물건의 정보는 근무처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시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만, 이 때「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의 내용에는 사례금・보증금이라는 일본의 독특한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7-2 공공주택 
■시영주택 

신청일 현재, 나고야 시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분으로서 세대구성과 수입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시영주택의 입거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모집은 년４회의 일반 모집 

등을 우편 등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중에 구청・지소, 나고야시 주택공급공사관리 

제1과 모집계(TEL 523–3875)사카에 모리노 치카가이 미나미 ４반가이(栄 森 の 地下街 

南四番街)「스마이노 마도구치」(TEL 264–4683)에서 신청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내용 

책자「입거자 모집 종합 안내」(영어, 중국어, 한국어・조선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고야시 주택공급공사의 임대주택 등에 관해서도 같은 공사관리제2과 관리계(TEL 

523–3879), 「스마이노 마도구치」(TEL 264–4683)에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외의 공공주택 등 

아이치현 주택 공급공사의 주택(현영주택 등)과 도시재생기구의 주택(UR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어느 주택에 입주하여도  일정한 조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愛知県住宅供給公社（아이치현 주택공급 공사） （TEL 973–1791 혹은 TEL 

259–2672） 

・ 都市再生機構中部支社（도시 재생 기구 중부지사）（TEL 968–3100 또는 TEL 

264–4711） 
 

1-7-3 민간 임대주택 

■아이치현 안심임대주택 
외국인의 입주를 받아들이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아이치현에 등록된「안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사카에 지하가「스마이노 창구내 스마이 상담코너」(TEL242-4555)에서는 주택 

정보외에 아이치현에 등록된 안심임대주택을 중개하는 협력점 및 거주 지원을 하는 단체에 

관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치현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안심임대주택 등의 등록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이치 현 주택공사＜어드레스＞ http://www.aichi-kousha.or.jp/anshin/（일본어） 

../../../Documents%20and%20Settings/MikiSato/Local%20Settings/Temp/B2Temp/Attach/아이치%20현%20주택공사＜어드레스＞%20http:/www.aichi-kousha.or.jp/anshin/（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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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통 
1-8-1 교통법규 
일본에서는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는 좌측통행, 보행자는 우측통행입니다. 일본의 교통 

룰을 잘 지켜 안전하게 생활합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자동차를 탈때는 반드시 시트벨트를 착용합시다.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차일드시트를 착용하게 합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합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자는 헬멧을 착용하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고령자가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도록 노력합시다. 

・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동차와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엄하게 처벌되며,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로 하지 

맙시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합시다. 

・자전거를 2명이 동시에 타거나 2대가 나란히 달리는 것, 우산을 쓰면서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8-2 자전거 등의 방치금지 
자전거 및 소형 오토바이를 주차할 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자전거 및 소형 오토바이의 방치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긴급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나고야시에서는 자전거 등의 방치 금지구역(왼쪽과 같은 표식이 있는 

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내에 방치된 자전거 등은 바로 철거의 

대상이 됩니다. 철거된 자전거 등은 자전거 등의 보관장소에 보관됩니다 
  

[자전거 등의 인수에 관하여] 

・일시: 월요일 - 토요일 14:00 - 19:00 

 단 공휴일, 대체휴일, 12월29일 - １월３일 및 폭풍 경보 발령 중은 반환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반환비용: 자전거 1,500엔, 소형 오토바이 3,000엔 

・필요한 것: 열쇠,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신분증명서등) 

※１개월이 지나도 인수하지 않을 경우는 처분됩니다. 
 

1-8-3 시버스, 지하철 
 나고야시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기관으로서는 시버스와 지하철이 있습니다. 시버스 요금은 

균일제로 대인 210엔, 소인 100엔, 지하철 요금은 승차구간에 따라 다르며 대인 １구간 

200엔 - ５구간 330엔, 소인 １구간 100엔 - ５구간 160엔입니다. 시버스는 

승차시(기간２호계통은 하차시) 차내 요금함에 요금을 넣습니다. 지하철은 승차하시기 전 

자동판매기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여 자동개찰기에 넣어서 통과시킵니다. 이 승차권은 

내리시는 역에서 다시 자동개찰기에 넣습니다. 

IC카드「마나카」나 일일승차권 ・ 도니치에코킷푸를 구매하면 각각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날마다 같은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IC카트「마나카」에 정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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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IC카드「마나카」를 사용할 때, 시버스는 승차 때 (기간2호 계통은 하차 때)에 차내 

요금박스에 터치합니다. 지하철은 승차역과 하차역에서 자동개찰기에 터치합니다. 
 

1-8-4 아오나미선 
아오나미선은 나고야역에서 긴죠부두역 사이의 약 15.2km를 약24분에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요금은 어른 1구간 200엔~6구간 350엔, 소아는 1구간 100엔~6구간 

180엔입니다.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승차하기 전에 자동발권기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여 

자동개찰기를 통과하고 하차역에서 다시 한번 자동개찰기를 통과합니다. 「마나카」나 

「도이카」등의 IC승차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5 유토리토라인 
유토리토라인은 오조네역에서 오바타료쿠지를 거쳐 나카시다미와 고조지에 이르는 

노선입니다. 요금은 성인 200엔~440엔, 어린이는 반액입니다. 철도와 버스의 장점을 모은 

가이드웨이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정체가 심한 도심부는 고가 전용 주행로를, 차량 

앞뒤 바퀴에 부착된 안내장치의 유도로 주행하고, 또한 동일 차량이 일반도로를 

노선버스로서 연속해서 주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차량의 가운데 문에서 정리권을 뽑아서 승차하고 하차 때는 요금을 내고 앞문으로 내립니다. 

「마나카」나「도이카」를 이용하실 경우는 승차 때에 인식기에 터치하고, 하차 때 

운전기사 옆에 있는 인식기에 대고 내립니다. 
 

1-8-6 리니모 
리니모는 후지가오카역에서 아이・지큐하쿠기넨코엔역을 거쳐 야쿠사역에 이르는 약 

8.9km를 잇는 노선입니다. 요금은 성인 170엔~370엔, 어린이는 반액입니다. 

일본 최초의 자기부상식 리니아모터카로서 소음이나 진동이 적어 쾌적한 승차감이 

특징입니다. 승차 전에 자동발권기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여 자동개찰기를 통과하고, 하차 

역에서 다시 개찰기를 통과합니다. 「마나카」와 「토이카」 등의 IC승차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외의 공공 교통기관에는 JR, 名鉄(메이테츠), 近鉄(긴테츠)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 

교통기관은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고야시 공공교통망에 

대해서는 나고야시 교통국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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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금 
1-9-1 일본의 세금 
일본의 세금은 국가가 과세하는 국세와, 도(都)도(道)부현과 시정촌등이 과세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소비세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도도부현세로서의, 
현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와, 시정촌세로서의 시민세, 고정자산세, 경자동차세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개인 세금에 관한 가이드북」(영어판)을 참고하십시오. 
 

1-9-2 개인의 시민세・현민세 
지방세 중에서, 일본에 주소가 있는 분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개인의 시민세와 

현민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세금은 합산해서 과세, 징수됩니다. 이런 세금(시민세와 

현민세를 합하여「주민세」라 칭함)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과세하는「균등할 

(割:비율)」과, 본인의 전년도의 소득금액에 따라 과세되는「소득할(割:비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국시민세과(TEL 972–2352), 또는 가까운 시세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시세사무소 일람 참조) 

또한 개인의 시민세, 현민세에 관해서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 조선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표기된「주민세의 납세에 관하여」라는 팜플렛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city.nagoya.jp/zaisei/page/0000099620.html
http://www.city.nagoya.jp/zaisei/page/00000996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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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지역생활 
1-10-1 쵸나이카이(町内会)・자치회 
한국의 반상회와 같은 모임입니다. 쵸나이카이・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상부상조와 친목의 

장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하고 있는 자치조직입니다. 입회는 원칙적으로 

임의입니다. 

쵸나이카이에 입회 하시면 일상생활과 지역에 관한 정보입수와 지역행사와 활동에 

참가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웃과의 교제의 폭도 넓어질 것 입니다. 그리고 재해시에는 

쵸나이카이・자치회를 통하여 서로 알고 지낼수록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구조가 잘 진행될 

수 있고, 복구도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쵸나이카이・자치회활동내용이나 입회금 등 매월의 회비는 각 쵸나이카이・자치회에 

따라 다르므로 처음에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10-2 노상금연 추진 
나고야시에서는「안심 ・ 안전으로 쾌적한 도시만들기 나고야 조례」에 의거하여 시내의 

공공장소에서의 보행흡연과 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고야역･사카에 ・ 가나야마 ・ 후지가오카의 4지구를 

「노상금연지구」(애칭:금연로드)로 지정하여 이 지구의 도로상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2,000엔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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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상황
2-1 화재・병이나거나 다친 때 
2-1-1 화재의 경우 
화재를 내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므로 화기 취급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1.큰 소리로 가족에게 알려 피난시킨다 

2.이웃에 화재를 알린다  

3.소방서 방재지령센터에 전화로 통보한다(전화번호는 119번입니다) 

의 순서로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1-2 병이나거나 다친 때 
갑자기 아프거나 크게 다쳐서 급히 조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119번에 알려 구급차를 

불러 주십시오.  

특히, 반응이나 호흡이 없는 경우, 갑자기 심한 두통이나 복통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2-1-3 119번 통보에 관하여 
119번에 알릴 때에는, 알리고자 하는 내용, 장소, 이름 등을 

될 수 있는한 일본어로 알려 주십시오.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을 때는 알려달라고 부탁하십시오. 

 
 

2-1-4 화재 예방 
1. 화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다음을 지킵시다. 

a) 이불에서 담배 피우거나 담뱃불을 끄지 않고 버리는 것은 절대하지 않는다. 

b) 곤로 등의 곁을 떠날 때는 반드시 불을 끈다.  

  c) 난로는 타기 쉬운 것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사용한다. 

  d) 전기기구는 바르게 사용하고, 문어발 배선은 하지 않는다. 

  e) 어린이에게는 성냥이나 라이터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한다. 

  f) 방화를 당하지 않도록 집 주변에 타기 쉬운 것을 놓아두지 않는다. 

g)자원・쓰레기는 수거일 당일에 낸다. 

2. 화재를 빨리 알고 피해를 적게하려면 주택용 화재 경보기 설치가 필요합니다(필요한 

장소는 집안의 모든 침실, 부엌, 침실이 있는 계단입니다). 

3. 화재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또, 다음에도 주의합시다. 

a) 침구나 앞치마 등에 불이 붙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염품을 사용한다. 

b) 바로 끄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화기 등을 준비한다. 

4. 가족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평소부터 이웃와 소통을 하여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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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통사고, 범죄를 당했을 때 
2-2-1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교통사고가 일어난 때는 그 차량 등의 운전자는 바로 차량 등의 운전을 멈추고, 부상자를 

구호하며 도로에 위험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에 바로 가까운 경찰서 등의 

경찰관에게 사고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2-2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범죄피해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십시오. 또 사건을 목격하거나, 

범죄에 관한 정보를 듣거나 했을 경우에는 110번으로 통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

파출소(交番)로 통보해 주십시오. 재빨리 범인을 붙잡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2-3 110 번 통보에 관하여 
110번 통보에 대해서는 통보의 내용・장소・이름 등을 될 수 있으면 일본어로 알려 주십시오.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이 가까이에 있는 때는, 통보해 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경찰서명 주    소 전화번호 

치쿠사 나고야시 치쿠사쿠 카쿠오잔 도리 8–6 (052) 753–0110 

히가시 나고야시 히가시쿠 츠츠이 1–9–23 (052) 936–0110 

키타 나고야시 키타쿠 타바타 2–15–18 (052) 981–0110 

니시 나고야시 니시쿠 덴진야마쵸 3–25 (052) 531–0110 

나카무라 나고야시 나카무라쿠 츠바키쵸 17–9 (052) 452–0110 

나카 나고야시 나카쿠 치요다 2–23–18 (052) 241–0110 

쇼와 나고야시 쇼와쿠 히로지도리 5–11 (052) 852–0110 

미즈호 나고야시 미즈호쿠 미즈호도리 2–22 (052) 842–0110 

아츠타 나고야시 아츠다쿠 요코타 1–1–20 (052) 671–0110 

나카가와 나고야시 나카가와쿠 시노하라바시 도리 1–4 (052) 354–0110 

미나미 나고야시 미나미쿠 테라베도리 2–20 (052) 822–0110 

미나토 나고야시 미나토쿠 이리후네 2–4–16 (052) 661–0110 

미도리 나고야시 미도리쿠 아오야마 3–20 (052) 621–0110 

메이토 나고야시 메이토쿠 이다까다이 2–1009 (052) 778–0110 

텐파쿠 나고야시 텐파쿠쿠 우에다미나미 1–401  (052) 802–0110 

모리야마 나고야시 모리야마쿠 와키타쵸 401 (052) 79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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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연재해 
2-3-1 재해 대책 
일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호우나 태풍 등 계절에 따라 여러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여름에 걸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기 

쉽고,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서는 매년 몇 개의 태풍이 접근 또는 상륙합니다. 

이러한 호우와 태풍으로 토사 재해와 홍수등, 여러 피해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위험 지역 

파악과 피난소 등을 확인하여 평소에 충분한 대책을 세웁시다. 

일본은 세계에서도 유수의 지진 다발국 입니다. 한차례 대지진이 발생하면, 그 진동으로 

건물의 붕괴, 화재 발생등,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평상시에 

대책을 세웁시다. 

또한, 머지 않아 도카이 지방을 중심으로한 넓은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하리라 예상되고 

있는 것이 [도카이 지진]입니다.    

또, [도카이 지진]이 다른 지진과 연동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난카이트랩 거대 

지진]의 발생도 염려됩니다. [난카이트랩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 넓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쓰마니가 일어남으로써 광범위의 해안 지역에 피해가 미치게 됩니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시는 시민에 대하여 지진 발생 전 혹은 발생 후, 텔레비전, 

라디오, 그 밖의 다양한 전달수단을 활용하여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피난을 하는 등의 판단을 해주십시오.  

나고야 방화방재가이드 

NIC방재 메뉴얼  Part1  Part2  Part3 
 

2-3-2 태풍에 대비하여 
태풍 시즌 때는 기상정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태풍이 접근해 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⑴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또는 휴대라디오(건전지도 준비)를 준비해 둔다. 

⑵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의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인다. 

⑶ 유리로 된 문은 보강하며 덧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닫는다. 

⑷ 화분이나 빨래장대 등 날아가기 쉬운 위험한 물건은 실내에 넣어 두거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⑸ 되도록 외출을 삼가한다. 

⑹ 침수 등의 우려가 있는 곳은 생활 도구 등을 높은 곳으로 이동시킨다. 

⑺ 식료, 음료수, 의약품 등을 준비해 둔다. 

⑻ 피난에 대비하여 식료품이나 귀중품 등, 비상시의 지참물을 챙겨 둔다. 

⑼ 침수우려가 있는 위험한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피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둔다.(홍수, 내수 해저드 맵을 보십시오) 

⑽ 지정 긴급피난처와 지정 피난처 위치를 나고야시 공식 웹사이트나 구청 등에서 사전에 

확인해 둔다. 
 

2-3-3 지진에 대비하여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만일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치밀한 안전대책과 

정확한 판단 아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 두십시오. 

⑴ 피난처와 연락수단(재해용 전화 171번・재해용 전언판 서비스에 관해서는 가족간에 

얘기해 둘 것.) 

http://www.city.nagoya.jp/ko/cmsfiles/contents/0000014/14102/kor_disasterand_fire_prevention_guide_nagoya_city.pdf
http://www.nic-nagoya.or.jp/nic_bosai_manual/bosai_1_K.pdf
http://www.nic-nagoya.or.jp/nic_bosai_manual/bosai_2_K.pdf
http://www.nic-nagoya.or.jp/nic_bosai_manual/bosai_3_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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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가구류는 전도방지용 금구 등으로 고정시켜 전도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⑶ 식량 등의 비축품은 ７일 정도의 분량을 준비하며 피난할 경우에는 그 중 ３일분 

정도를 배낭에 넣어 비상반출품(귀중품, 라디오, 손전등 등)으로서 준비해 둔다. 

⑷ 건물이 있는 곳의 지반상태를 조사해 둔다. 

⑸ 곤로 등의 주변에는 타기 쉬운 물건 등을 방치하지 않는다. 

⑹ 소화기나 물통 등 방화용구를 준비해 둔다. 

⑺ 피난소, 피난경로를 확인해 둔다. 

⑻ 경계 선언시에는 피난대상지역（쓰나미의 도래나 토사붕괴 발생이 예상되는 지구）에 

피난 권고 또는 지시가 발령됩니다. 사전에 거주 지역이 피난대상지구에 해당하는지를 

구청에서 확인해 둔다. 

⑼ 자율 방재조직과 쵸나이카이(지역 반상회) 등의 방재훈련에 적극 참가한다. 
 

2-3-4 지진이 발생했을 때 
평상시에는 침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비상시에는 심리적으로 동요를 일으킵니다.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만일에 대비한 행동 지침」을 몸소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흔들림일 때는 가만히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보호한다.  

⑵ 움직일 수 있는 때는 헬멧,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가구 등의 넘어짐 방지를 

해둔 방이나 튼튼한 탁자 밑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⑶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다.  

⑷ 흔들림이 멈추면 불 단속을 한다.  

⑸ 실내의 유리 파편 등에 주의한다. 

⑹ 밖으로 피난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⑺ 피난처까지 복수 경로를 조사해 두고, 안전한 길로 걸어서 피난한다. 

⑻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한다. 

⑼ 산사태, 언덕 붕괴, 해일 등에 주의한다. 
 

2-3-5 지정 긴급피난처와 지정 피난처에 대하여 
나고야시에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제일 먼저, 피하기 위한 장소로 

「지정 긴급피난처」와 집이 피해를 당하여 귀가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피난 생활을 

보내기 위한 시설인 「지정 피난처」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긴급피난처는 재해 종류별로 지정하고 있으며 

쓰나미에 대하여는 지정 긴급피난처(쓰나미 피난빌딩)와 

홍수・내수에 대한 지정 긴급피난처 등이 있습니다. 

구 별로 지정 긴급피난처와 지장 피난처 등에 대하여 정리한 

「나고야 피난 가이드」를 사전에 확인하고 피난코스를 미리 

점검하여 피난처 가는 길에 위험한 곳을 체크해 두십시오. 

또한, 각종 피해예측을 게재한「당신의 마을의 지진 해저드 맵(あ

なたの街の地震ハザードマップ)」와 「당신의 마을의 쓰나미 

해저드 맵(あなたの街の津波ハザードマップ)」,「당신의 마을의 

홍수・내수 해저드 맵(あなたの街の洪水·内水ハザードマッ

プ)」로 집주변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고야시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구청 또는 

나고야 국제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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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 있는다 

자택이 재해를 입어서, 귀가할 수 없다 

귀가 

자택에서 생명을 지킬수 있을까？ 

예 아 
니 
오 

재해발생 

지정 긴급 피난 장소로 

재해의 위험이 없다 

예 아니오 

지정 피난소로 

피난 행동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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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피난시의 마음가짐 
피난에 대한 평상시의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청, 경찰서, 소방서, 자율방재조직 등의 

경고 지시가 있었을 때, 또는 홍수나 쓰나미, 토사 붕괴, 가옥 파괴와 화재 등으로 

연소(延焼) 등의 위험이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십시오. 

 (1)대피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화기 점검을 해 주십시오(가스밸브는 잠그고 전기는 

전류차단기(두꺼비집)도 내린다.)！ 

 (2)피난처나 안부 정보 등의 연락용 메모를 잊지 마십시오！ 

 (3)복장은 활동하기 쉬운 것을 착용하시고 지진에 대비할 때는 머리의 보호구도 잊지 

마십시오！ 

 (4)비상반출품(식량 등)은 배낭 등에 넣어서 등에 메고 피난하여 주십시오！ 

 (5)걸어서 피난하며 자동차 오토바이의 사용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6)고령자와 어린이는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7)지정긴급피난장소나 지정피난소는 가족방재 회의 등으로 미리 정해두십시오！ 

(8)지정긴급피난장소나 지정피난소로 대피할 때는 좁은길, 담밑, 강변 등은 피해 

주십시오！ 

(9)지진 등이 감지된 경우 눈으로 해일이라고 판단되지 않아도 서둘러서 해안에서 피난해 

주십시오！ (나고야시에서 예상되는 해일은 흰 물결을 동반하지 않고 해면 전체가 

상승합니다.) 

 ⑽해일 주의보라 할지라도 해수욕과 낚시는 중지하고 해안에서부터 피난해 주십시오！ 

 ⑾해일은 반복해서 덮쳐옵니다. 해일 경보와 해일 주의보가 해제될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상황을 지켜봅시다！ 
 

2-3-7 재해시의 전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지로의 문의, 위문 전화의 쇄도가 예상됩니다. 방재 기관 등의 

구조・복구 활동에 필요한 전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불필요하며 긴급을 요하지 

않은 전화 및 재다이얼은 삼가해 주십시오. 

재해지와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겅우는 이하에 기재되어 있는 

「재해용 전언 다이얼 「171」(전화 서비스)」 

「재해용 전언판(웹171)」 등을 이용해 주십시오. 
 

2-3-8 재해용 전언 다이얼［171］(전화 서비스), 재해용 전언판(웹171) 
재해용 전언 다이얼［171］ 

지진등 대재해 발생시에는 재해지로 안부 확인, 위문등의 전화가 쇄도하므로 전화가 잘 

연결되지 않는 상태가 수일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족, 친척, 지인등의 안부 확인과 정보 연락에 이용 가능한 것이 재해용 

전언 다이얼［171］입니다. 재해지로 전화가 잘 걸리지 않을 경우에 안부 확인등의 전언을 

재해용 전언 다이얼 센터에서 축적하여 전언 녹음 및 재생을 함으로써 재해지내의 가족과 

지인등과 연락을 취할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영어 재해용 전언 다이얼［171］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쪽（http://www.ntt-west.co.jp/dengon/english/）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116］(전화) 또는saitai_support@west.ntt.co.jp (e-mail)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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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이용 가능한 전화  

NTT니시니혼・히가시니혼의 일반 가입전화(버튼식, 다이얼식) ISDN, 공중전화, 

히카리전화(전화서비스) 및 재해시에 NTT니시니혼・히가시니혼이 피난소 등에 설치하는 

특설 공중전화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ISDN, 히카리전화(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이얼식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나 PHS, NTT 니시니혼・히가시니혼 이외의 통신사업자의 전화 

서비스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통화 가능한 전화 서비스 및 통화료 등에 대해서는 계약된 

각 통신사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요금  

NTT 니시니혼 또는 NTT 히가시니혼의 전화 서비스에서 전언 녹음・재생시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다른 통신 사업자의 전화 서비스에서 전화할 경우의 통화료에 대해서는 각 

통신사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언축적 등의 센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제공 개시 

진도 ６약 이상의 지진 발생시 및 재해 등의 발생으로 전화가 증가하거나 피해지 쪽으로 

통화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 신속히 제공을 개시합니다만,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NTT니시니혼 및 히가시니혼이 설정한 텔레비전라디오 ・ 인터넷등에서 

안내합니다. 

전언 녹음 시간  

전언 한건당 30초 이내 

전언 보존 기간  

제공 종료까지 

전언 축적수  

１전화번호당 １ - 20 개 (제공 개시시에 안내) 

※ 전언축적수나 보존기간은 재해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이용할 때 주의점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의 사이에서 전언의 등록 및 재생시에 사용할 재해지의 자택 

전화번호 또는 연락을 취하고 싶은 피해지의 하단 전화번호를 미리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녹음 시간 내에 적확하게 정보를 녹음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시오. 

②재해용 전언판 「웹171」  

NTT니시니혼에서는 전화(음성)에 의한 재해용 전언 다이얼 「171」 (전화서비스)과 

더불어 전언 정보(텍스트) 등록 및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재해용 전언판(웹171)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 재해용 전언판(웹171)의 개요에 대해서는 

http://www.ntt-west.co.jp/dengon/web171/english/를 참조 바랍니다. 

또한 위의 URL에서 이용방법(영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제공 시작 

지진과 더불어 기타 재해 발생시, TV・라디오・NTT니시니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https://www.web171.jp/에 접속하여 화면에 따라 이용 바랍니다. 

■전언 대응언어 

〇대응 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40 

 

※휴대전용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일본어와 영어만 있습니다. 

■이용요금 

  전언 등록, 열람 등에 따른 서비스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인터넷 접속비용과 프로바이더 

이용료 및 다이얼 업 접속의 경우에는 통신료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③사용례 

・재해지에 있는 가족, 지인의 안부 확인을 위한 연락을 취하고 싶을 때 

・재해지에 있는 가족, 지인이 남긴 무사함을 알리는 연락을 확인하고 싶을 때 

・자신들도 재해를 입었지만, 재해지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있으므로 서로 연락을 취하고 

싶을 때 

・자신들도 재해를 입었지만 재해지에 있는 가족, 지인들의 무사함을 알릴 때 등 
 

④체험 이용에 대해 

◇체험이용일 

・매월 1일 및 15일 00:00 ~ 24:00  

・정월(설) 3일간 （１월1일 00:00 ~1월3일 24:00）  

・방재주간 (8월 30일 9:00 ~ 9월 5일 17:00) 

・방재와 자원봉사 주간（1월 15일 9:00 ~ 1월21일 17:00）  

※체험이용의 경우에도 통화료 및 통신료가 발생합니다. 

◇전언보존기간 

・전언보전기간은 체험이용기간만입니다. 

◇이용요금 

・재해용전언다이얼(171) 

전언축적 등의 센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NTT니시니혼 또는 NTT히가시니혼의 전화로 

전언을 녹음・재생 할 경우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그 외 통신사업자의 전화로 발신할 

경우의 통화료에 대해서는 각 통신사업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용 전언판(웹171) 

 체험이용이라도 인터넷 접속비용 등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2-3-9 항구방재센터 
 나고야시에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지진 강도 7클래스의 지진을 기진 장치로 체험하거나 

이세 만 태풍 접근의 상황을 영상이나 음향·조명 등의 연출로 체험할 수 있는 나고야시 

항구방재센터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항구방재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소재지 나고야시 미나토쿠 코메이 １쵸메 12번 20호 (名古屋市港区港明一丁目12番20号) 

(TEL 651–1100, FAX 651–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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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민보호 
2-4-1 국민보호란 
국민보호란, 만일 일본 국내에서 무력공격이나 대규모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일어난 때,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기관이 연대하여 피난주민의 유도나 원조 등을 행하여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4-2 경보나 피난에 관한 정보가 발표된 경우의 대응 
⑴ 사이렌 등에 의한 경보가 발표된 경우 

  곧바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켜서 정보를 모아주십시오. 

⑵ 피난에 관한 정보가 발표된 경우 

①옥내피난이 필요한 경우 

가. 옥내에 있을 경우에는 문이나 창을 닫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옥외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나. 옥외에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가 등으로 피난해 

주십시오. 

②시내의 대피시설로 피난할 경우 

나고야시의 지시에 따라 대피시설로 피난해 주십시오. 

③시지역외 대피시설로 피난할 경우 

철도나 버스 등 나고야시의 지시에 따라 대피시설로 피난해 주십시오. 

④차량 사용에 대해서 

차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도로는 경찰의 교통규제가 실시됩니다. 차를 사용하면 

정체되어 피난 할 수 없게 됩니다. 

 

2-4-3 평상시 준비사항 
(1) 비상물품(식료, 물, 귀중품, 라디오, 손전등 등) 준비를 합시다. 

(2) 비상시의 연락방법 등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일러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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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중요한 절차 
3-1 주민등록 등의 중요한 절차  
3-1-1 전출・전입 
이사할 때는 이사하기 전에 전 주소지의 구청시민과 또는 지소 구민생활과에 전출신고서를 

제출하고(나고야시 안에서 이사할 때는 전출입 신고 필요없음),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구청시민과 또는 지소구민생활과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전출증명서와 함께 반드시 이사하는 사람 전원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및 통지카드 또는 마이넘버카드를 지참하십시오. 
 

「통지카드, 마이넘버카드」 

일본 국내에서 처음 주민등록을 할 경우에는 통지카드가 간이서류우편으로 송부됩니다. 

통지카드에는 마이넘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보관해 주십시오. 통지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주소지의 구청 시민과 또는 지소 구민생활과로 상담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마이넘버카드(얼굴사진이 들어있는 본인확인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의 유효기간은 재류기간과 같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3-1-2 특별영주자 증명서로 교체 
특별영주자는 원칙적으로 전회 외국인 등록증명서의 확인(교체)을 받은 날부터 7번째 

생일까지 거주지의 구청 시민과 또는 지소 구민생활과에서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특별영주자증명서로 교체하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소지하고 계신 외국인등록증명서는 교체수속 전까지 특별영주자증명서로서 이용 

가능합니다. 

특별영주자가 전회 외국인등록증명서의 확인(교체)을 받은 날부터 7번째 생일이 2015년 

7월 8일 이전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계셔도 특별영주자증명서로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체 수속을 하지 않은 분은 거주지의 구청 시민과 또는 지소 

구민생활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1-3 주민표 사본 
주민표 사본이 필요한 분은 구청시민과 또는 지소구민생활과(거주지 구 외에서도 됩니다)에 

신청하십시오. 

 

Q: 여권이나 재류카드 등은 반드시 소지해야 해요? 

A: 2012년7월9일부터 새로은 재류관리제도가 스타트하며, 중장기재류자에게는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외출할 때에는 여권 이나 재류카드 등을 꼭 소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은 제외). 경찰관이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했을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고 

경찰관에게 협력해 주십시오. 정해진 재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재류기간을 넘겨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은 법률위반이 됩니다. 일본에 체류중에 곤란한 일이나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가까운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연락하십시오. 정해진 규칙을 지켜서 

일본에서 쾌적한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이치현경홈페이지 http://www.pref.aichi.jp/police/ 
 

 

 

 

http://www.pref.aichi.jp/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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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류 등의 절차 

3-2-1 재류절차 

재류자격에 따라 재류기간이 다릅니다. 외국인의 입국·재류에 관한 문의는 외국인재류 

종합인포메이션 센터의 아래 창구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전화안내 

전화번호:0570-013904(전국공통) 

          03-5796-7112(PHS∙IP전화·국제전화일 때) 

상담시간:8:30 - 17:15 

휴    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2/29 - 1/3 

대응언어:영어, 중국어, 한국어・조선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스페인어 

■창구안내 

주    소: 나고야시 미나토구 쇼호초 5-18 나고야입국관리국 1층 

접수시간:8:30 - 17:15 

휴    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2/29 - 1/3 

대응언어:영어, 중국어, 한국어・조선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스페인어 

■재류기간 갱신허가 

외국인은 입국시 등에 결정된 재류기간에 한해서 일본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연장해서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는 재류기한 3개월 전부터(3개월 이내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류기간의 2분의 1이상 경과 후부터) 재류기간 갱신 허가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변경하여 전혀 다른 재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류자격 변경 허가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 새로운 재류자격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허가 

외국인이 현재의 재류자격에 속한 활동 이외에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하여 그 활동에 따른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류자격취득허가 

출생자가 출생후 60일을 넘어서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는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류자격취득 허가신청을 해야합니다. 
 

3-2-2 호적관계 신고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본의 호적법 규정에 의하여 출생, 사망했을 때에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 이혼의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이혼신고에 관해서는 국적에 따라 수속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구청 시민과 

또는 지소 구민생활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의 수속도 

필요합니다. 

■출생의 경우 

출생신고(거주지 또는 출생지의 구청 시민과또는 지소 구민생활과), 출생보고(거주지역의 보건소), 

어린이의료비원조, 국민의료보험의 가입수속(거주지역의 구청 보험연금과 또는 지소 구민복지과, 

국민의료보험은 가입자에 한함) 

■사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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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거주지역 또는 사망한 지역의 구청 시민과또는 지소 구민생활과), 국민의료보험 또는 

후기고령자의료보험제도의 사망신고(가입자에 한함, 거주지역의 구청 보험연금과 또는 지소  

구민복지과)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거주지역의 구청 시민과또는 지소 구민생활과), 국민 의료보험의 변경수속(가입자에 

한함, 거주지역의 구청 보험연금과 또는 지소 구민복지과) 

■이혼의 경우 

이혼신고(거주지역의 구청 시민과또는 지소 구민생활과), 국민 의료보험의 변경수속(가입자에 

한함, 거주지역의 구청 보험연금과 또는 지소 구민복지과) 
 

3-2-3 인감등록 
일본에서는 사인과 같은 의미로, 자신의 성과 이름을 판 인감에 의한 날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등록해 놓은 인감을「実印(지츠인)」이라고 하고, 실인의 날인과 등록증명서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소유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확인됩니다. 

인감등록을 등록하려면 인감과 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재류카드를 지참하여, 거주지역의 구청 

시민과 또는 지소 구민생활과에서 수속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인감에 따라서는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시민과 또는 지소 구민생활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본인의 신청임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인감등록 수첩을 발급해 줍니다. 인감등록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등록 수첩과 수수료, 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재류카드를 지참하여 구청 시민과 지소 

구민생활과(거주지 구 외에서도 가능합니다.)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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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강보험 
3-3-1 가입자의 자격 
일본에서는 병에 걸렸을 때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 의료보험 제도가 있으며, 다음의 ① - ⑤의 요건 모두를 갖추신 분은 나고야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거주지역의 구청 보험연금과 또는 지소 구민복지과에서 

수속하여 주십시오. 

①나고야시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을 것  

②적격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3개월 넘게 일본국내에 체재할 예정이 있을 것(단, 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입국・재류하는 분과 그 분의 일상생활을 도울 목적으로 입국・재류하는 분, 

또는 관광・휴양 등의 목적으로 입국・재류하는 분 및 그 분의 배우자로서 위와 같이 관광 

및 휴양 등의 목적으로 입국・재류하는 분은 제외합니다.) 

③직장의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을 것 

④후기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지 않을 것 

⑤생활보호를 받고 있지 않을 것 
 

3-3-2 국민건강보험 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갖춘자는 다음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거주하시는 구청 보험연금과 또는 지소 구민복지과에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①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때(퇴직, 출생 등) 

   또는 나고야시외에서 전입할 때 

②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할 때(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망 등) 

   또는 나고야시외로 전출할 때 

③거주지, 세대 또는 이름이 변경될 때 

 

3-3-3 보험 급부 
나고야시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에게는 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증을 

제출하여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피보험자의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취학아동: 20% 

○취학아동~70세 미만: 30% 

○70세 이상: 생년월일부터 1944년 4월 2일 이후의 분은 20% 

생년월일이 1944년 4월 1일 이전의 분은 10% 

(단 모든 경우, 소득이 많은 분은 30%) 

그리고 입원 시 식비는 표준 부담액이 됩니다. 또한, 부담액이 고액일 때에는 고액의료비가 

지급됩니다. 그 외에, 피보험자가 출산을 했을 때와 사망했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3-3-4 보험료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액은 세대를 단위로 하며, 그 세대의 

소득액과 사람의 수에 따라 계산 됩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한국어・조선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네팔어로 

표기된「나고야시 국민건강보험 안내서」라는 팸플릿이 있으므로 이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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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3-4-1 피보험자 자격 
다음의 ① - 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①75세이상 분 또는 65세에서 74세로 일정한 장해를 가지신 분 ②나고야시내에 

살고있을 것  

③주민등록을 하고 있을 것  

④적격한 재류가격을 가지고 3개월 넘게 일본국내에 체재할 전망이 있을 것(단, 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입국・재류하는 분과 그 분의 일상생활을 도울 목적으로 입국・재류하는 

분, 또는 관광・휴양 등의 목적으로 입국・재류하는 분 및 그 분의 배우자로서 위와 같이 

관광 및 휴양 등의 목적으로 입국・재류하는 분은 제외합니다.) 

⑤생활보호를 받고 있지 않을 것. 
 

3-4-2 보험급부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에게는 보험증을 발부합니다. 병원 등에서 진찰받을 때 

보험증을 제시하시면 의료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부담금으로써 의료비 중 

10%(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30%)와 입원시에는 식사비(표준부담액)가 필요합니다. 
 

3-4-3 보험료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의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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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호(介護, 요양)보험 
3-5-1 가입자의 자격 
개호보험은 질병 등으로 개호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①～④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은 나고야시의 개호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①나고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 

②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분 

③정상적인 재류자격을 가지고, 3개월 넘게 일본에 체재할 예정인 분  

④40세 이상인 분(단 65세미만인 분은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65세이상인 분은 거주지 구청의 복지과 또는 지소 민생계에서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3-5-2 요개호・요지원 인정의 신청 등 
개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구청 복지과(지소 관내는 지소 구민복지과)에 

신청하여 요개호 또는 요지원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개호 또는 요지원인정이란 

개호 필요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요개호 1~5, 요지원 1・2」중에 어느 하나로 판정된 자는 

개호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부터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 (이하, 「종합사업」으로 함)이 

시작되어, 요지원 1・2의 해당자 또는 65세 이상인 분으로 기본 체크 리스트에 의해 사업 

대상자로 판정된 분은 종합사업 중의 「개호예방 ・ 생활지원서비스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체크 리스트에 의한 판정은 거주지 구청 복지과(지소 관내는 지소 

구민복지과) 또는 이키이키 지원센터에 상담하러 오실 때 실시할 수 있습니다. 
 
3-5-3 개호서비스 등의 이용 방법 
개호보험 서비스에는 재택계 서비스와 시설・주거계 서비스가 있으며 그 중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케어 플랜에 기초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호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액의 10%(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20% 또는 30%)를 
부담합니다. 
「개호예방 ・ 생활지원서비스사업」에는 방문 서비스 또는 통소 서비스가 있으며 이용 
방법이나 비용 부담은 위와 같습니다. 
 

3-5-4 보험료 
개호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5세이상인 분의 보험료는 본인소득과 
본인을 포함한 세대의 시정촌민세 과세상황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40세부터 64세인 분의 
보험료는 가입해 있는 의료보험의 산정규칙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아울러 영어, 
중국어, 한국어 ・ 조선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만든「개호보험제도」라는 팜플렛이 
있으므로 이용해 주십시오. 
 

3-6 연금 
3-6-1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수속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음의 3종류로 구분되며 가입수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호 피보험자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분으로 다음의 제2호 피보험자 또는 제3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구청 또는 지소에서 주민표 작성 후, 국민연금 
창구에서 가입수속을 실시합니다. 
→일본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한 경우에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2) 제2호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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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공장 등에 근무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후생연금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자. 
→가입수속은 회사 등의 사업주가 실시합니다. 

(3) 제3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에 부양되어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배우자. 
→가입수속은 제2호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등의 사업주를 경유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3-6-2 연금 급부 
국민연금의 급부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면제기간 포함)이 있는 65세 

이상 인부에게 지급되는 노령 기초연금을 비롯하여 장애 기초연금, 유족 기초연금이 있으며, 

외국인이 연금보험료를 지불하고도 연금을 받지못하고 귀국했을 때에는 탈퇴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퇴일시금 

일본국내에서 연금에 가입하신 분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일본을 출국한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탈퇴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 

 ・보험료를 ６개월 이상 납부하신 분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 

 ・연금(장해연금 포함)을 받을 권리를 가진적이 없었던 분 

일시금 액수: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응한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탈퇴일시금 재정청구서를 연금사업소에서 입수하여 일본연금기구에 제출 

첨부서류: 연금수첩, 여권(출국년월일,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서명, 재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의 복사본, 「은행명」「지점명」「지점 소재지」「계좌번호」 및 「청구자 

본인의 계좌명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행이 발행한 증명서 등) 

송부처:  도쿄토 스기나미쿠 타카이도니시 ３쵸메 ５번 24호 〒168–8505 일본연금기구 

（東京都杉並区高井戸西３丁目５番24号 日本年金機構） 
 

3-6-3 보험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피보험자)는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에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인 정액보험료와 희망에 따라 납부하는 부가보험료가 있으며 또 수입이 
적은 등 경제적인 이유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3-7 기타 
3-7-1 아동수당 
중학교를 마치기 전의 어린이 (15 세가 된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계신 분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나고야시외에서 전입하신 분은 새로운 청구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전입한 다음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구하시면 전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리고 주민표가 없는 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해외에서 거주하는 어린이는 유학 중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민생어린이과・지소구민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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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경로수첩・경로패스 
65세 이상인 분에게는［경로 수첩］과［경로 패스］를 교부합니다. 

경로 수첩을 제시하시면 히가시야마 동・식물원과 나고야성 등의 시설에 할인된 요금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 패스는 지하철・시버스, 유토리토 라인 및 아오나미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승차권입니다. 경로 패스의 교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부담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경로패스는 65세 생일 전날부터 사용 가능하므로 희망자는 거주지의 구청 복지과(지소 

관내는 지소 구민복지과)에 문의 바랍니다. 또한 교부까지는 신청 후 약 1달이 소요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경로 패스의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기본대장으로 시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로수첩도 포함) 

・장애자의 제도인 복지 특별 승차권, 복지 택시 이용권 또는 리프트 부착 택시 이용권을 

이용하실 경우 
 

3-7-3 생활보호 등 
생활이 어려운 재일외국인에게도 인도상의 관점에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주자격을 

지니고 있는 등, 영주나 그 배우자, 정주자 등의 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국민에 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를 받을 경우에는 자산 등 각종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거주지의 구청 민생 

어린이과(지소관내는 지소 구민복지과)에 가셔서 상담하여 주십시오. 다만, 주민등록이 

거주지의 구에 되어있지 않을 경우, 별도의 상담창구를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상 여러 문제에 대한 상담 창구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함께 상담 바랍니다. 
 

3-7-4 장애자복지 
신체장애,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분에게 각각의 장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됨을 

증명하는 수첩(신체장해수첩・애호수첩・정신장해자 보건복지수첩)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수첩제도에 기초하여 각종 우대 조치나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에게 각종 수당이나 홈헬퍼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체장애가 있는 분・지적장애가 있는 분은 구청복지과(지소관내는 

지소 구민복지과)에, 정신장애가 있는 분 ・ 일정 범위의 난병 환자는 보건센터 

보건예방과(지소관내 (※미도리구(緑区)는 분실관내)는 보건센터 분실(정신 ・ 난병 등))에 

문의하십시오.  
 

3-7-5 의료비 조성(지원)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①중학교 3학년까지의 어린이 

②편부모 가정 등인 분(소득 제한 있음) 

③장애자(장애정도가 일정 이상이 분, 소득 제한 있음)에 해당하는 분은 의료비의 조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의료증］을 발급해 드리므로 구청 보험 연금과 또는 

지소 구민복지과에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 또는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분 중, 

일정 조건(장애자(장애 정도가 일정 이상으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 또는 

거동하실 수 없는 분・치매 (인지증) 상태에 계신 분. 소득 제한 있음)에 해당하시는 분은 

의료비의 일부 부담금을 조성하는 복지급부금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복지급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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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증」을 발급해 드리므로 구청 보험연금과 또는 지소 구민복지과에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등의 창구에서 「후기고령자의료제도 보험증」이나 「건강보험증, 고령수급자증」과 

복지급부자격자증을 함께 제출 하시면, 무료(건강 보험 적용 대상외의 비용과 입원시의 

식사비(표준 부담액)등은 자기부담)로 진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7-6 사회보장・세번호(마이넘버) 제도 
사회보장・세번호(마이넘버) 제도에 관한 정보 
영어 

http://www.cas.go.jp/jp/seisaku/bangoseido/english.html 
중국어(간체자) 

http://www.cas.go.jp/jp/seisaku/bangoseido/chinese-kantaiji.html 
중국어(번체자) 

http://www.cas.go.jp/jp/seisaku/bangoseido/chinese-hantaiji.html 
한국어 

http://www.cas.go.jp/jp/seisaku/bangoseido/korean.html 
스페인어 

http://www.cas.go.jp/jp/seisaku/bangoseido/spanish.html 
포르투갈어 

http://www.cas.go.jp/jp/seisaku/bangoseido/portuguese.html 
마이넘버제도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각 국가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각관방 마이넘버 종합 프리다이얼 
전화번호  0120-0178-26(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대응) 
대응시간 평일 9시30분~20시, 주말, 공휴일 9시30분~17시 30분(연말연시 제외) 
 

http://www.cas.go.jp/jp/seisaku/bangoseido/english.html
http://www.cas.go.jp/jp/seisaku/bangoseido/chinese-kantaiji.html
http://www.cas.go.jp/jp/seisaku/bangoseido/chinese-hantaiji.html
http://www.cas.go.jp/jp/seisaku/bangoseido/korean.html
http://www.cas.go.jp/jp/seisaku/bangoseido/spanish.html
http://www.cas.go.jp/jp/seisaku/bangoseido/portugue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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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인포메이션 
 

4-1 상담창구 
4-1-1 나고야 국제센터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나고야 국제센터의 정보카운터와 

행정 상담(TEL 581–0100, 트리오 폰 TEL 581–6112), 법률상담(TEL 581–6111), 

교육상담(TEL 581–0100)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4-1-2 공공 상담창구 
상 담 내 용 

(실 시 기 관) 
명    칭 전 화 번 호 

상 담 일 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재류 자격 관계 

 

외국인재류종합 

인포메이션센터 

0570–013904 

03-5796-7112(P

HS∙IP전화·국제전

화인 때(모두 

전국공통) 

월요일 - 금요일 

8:30 - 17:15 

영, 중, 한・조, 포, 필, 스 

노동관계 

(아이치 노동국) 

외국인 노동자 

상담 코너 
972–0253 

화요일, 목요일 

9:30 - 12:00 

13:00 - 16:00 

영 

화요일 - 금요일 

9:30 - 12:00 

13:00 - 16:00 

포 

직업상담・소개 

(나고야나카공공직업안

정소) 

외국인고용 

서비스센터 
264–1901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10:00 - 12:00 

13:00 - 18:00 

영, 중, 포, 스 

인권상담 

(나고야 법무국) 

외국인을 위한 

인권상담소 

외국인에 의한 

인권상담 

영어 

0570-090911 

중국어 

0570-050110 

월요일~금요일(연말연시 

제외) 

9:00 - 12:00 

13:00 - 16:00 

영, 중 

952-8111(대표) 

매월 둘째주 화요일 

13:00 - 16:00 

포 

법률상담 

(아이치현변호사회 

나고야법률상담센터) 

외국인 법률상담 565-6110 

월요일 - 금요일 

 

9:30 - 19:4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9:3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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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30분이내 ￥5,400) 

※일본어 가능한 분과 

동행할 것 

교육 

(시교육위원회) 

일본어교육 

상담센터 
961–0418 

월요일 - 금요일 

13:00 - 16:00 

중, ・조, 포, 필, 스, (한) 

※한국어・조선어는 

주1일이므로 사전확인 

필요 

가족관계・폭력 등 

가정이나 직장, 학교, 

지역에서 여성이 

직면한 문제(나고야시 

남녀평등참가추진센터) 

e-able-nagoya상

담실 
321-2760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10:00 - 16:00  

수요일만 

10:00 - 13:00  

18:00 - 20:00  

(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 

 

 

※일본어만 대응 가능. 

부부관계・육아・일・

생활방법 등으로 

남자가 지니는 걱정 

나고야시 남성상담 050-3537-3644 

매주 수요일 

18:00 - 20:00 

매월 4째주 일요일 

10:00 - 12:00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일본어만 대응 가능. 

배우자 등으로부터의 

폭력 (DV)에 관한 

상담 

(시 어린이 청소년국） 

나고야시 배우자 

폭 력 

상담지원센터 

351－5388 

월요일 - 금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10:00 - 17:00 

※일본어만 대응 가능. 

DV피해자를 위한 상담 

(시 어린이 청소년국) 
DV 피해자 핫라인 232－2201 

토요일，일요일，축일 

（연말연시 제외） 

10:00 - 18:00 

※일본어만 대응 가능. 

양호(아동학대 

등),보건, 

장애,비행,육성(부등교

・예절 등)등의 

아동상담 

（나고야시  

중앙아동상 담소・

나고야시  서부 

아동상담소 

 

나고야 시 

중앙아동상 담소  

（치쿠사・히가시・

키타・나카・쇼와・

미즈호・모리야마・

미도리・메이토・

텐파쿠에  사시는 

분） 

757-6111(대) 

 

월요일 - 금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8:45 - 17:15 

※일본어만 대응 가능 

나고야시 서부 

아동 상담소 
365-3231  



 

53 

 

（니시・나카무라・

아츠타・나카가와・

미나토・미나미구에 

사시는 분） 

육아 고민과 아동 학대 

등에 관한 상담 
나고야코SOS 761－4152 

 

24시간 365일 

※일본어만 대응 가능.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각종상담(각 보건센터 

내, 육아종합상담창구)  

육아종합상담창구 

(육아세대포괄지원

센터) 

치쿠사:757-7033 

히가시:979-3588 

키타:910-6815 

니시:529-7105 

나카무라:486-638

8 

나카:269-7155 

쇼와:745-6030 

미즈호:837-3285 

아츠타:679-3086 

나카가와:364-006

5 

미나토:655-8745 

미나미:619-7086 

모리야마:797-522

0 

미도리:899-6518 

메이토:769-6288 

텐파쿠:847-5981 

전화상담 

월-금요일(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8:45-17:15 

면접상담 

월-금요일(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9:00-16:30  

※일본어만 대응 가능 

대응언어의「영」은 영어, 「중」은 중국어, 「한 ・ 조」은 한국어 ・ 조선어, 「포」는 
포르투갈어, 「필」은 필리핀어, 「스」는 스페인어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민간단체에 의한 상담창구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나고야 국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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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 기관・시설 등 
4-2-1 나고야 오시에테 다이얼  
시청이나 구청에서의 절차, 이벤트나 시설 안내 등, 시정에 관한 간단한 문의에 

답해드립니다. 

TEL 953–7584 FAX 971–4894 

접수시간:8:00 - 21:00 (연중무휴) 
 

4-2-2 시청・구청・지소 일람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나고야 시청 나카쿠 산노마루 ３쵸메 1–1 961–1111  
치쿠사  구청 치쿠사쿠 카쿠오잔도리 8–37 762–3111 762–5044 
히가시 구청 히가시쿠 츠츠이 １쵸메 7–74 935–2271 935–5866 
키타 구청 키타쿠 시미즈 ４쵸메 17–1 911–3131 914–5752 
구스노키 지소 키타쿠 구스노키 ２쵸메 974 901–2261 902–1840 
니시 구청 니시쿠 하나노키 2쵸메 18–1 521–5311 522–5069 
야마다 지소 니시쿠 야스지쵸 358–2 501–1311 503–3986 
나카무라 구청 나카무라쿠 타케바시쵸 36–31 451–1241 451–7639 
나카 구청 나카쿠 사카에 ４쵸메 1–8 241–3601 261–0535 
쇼와 구청 쇼와쿠 아유치도리 3–19 731–1511 733–5534 
미즈호 구청 미즈호쿠 미즈호도리 3–32 841–1521 851–3317 
아츠타  구청 아츠타쿠  진구 ３쵸메 1–15 681–1431 682–1496 
나카가와 구청 나카가와쿠 타카바타 １쵸메 223 362–1111 362–6562 
토미타 지소 나카가와쿠 하루타 ３쵸메 215 301–8141 301–8657 
미나토 구청 미나토쿠 코메이 １쵸메 12–20 651–3251 651–6179 
난요 지소 미나토쿠 하루타노 3–1801 301–8118 301–8399 
미나미 구청 미나미쿠 마에하마도리 3–10 811–5161 811–6360 
모리야마 구청 모리야마쿠 오바타 １쵸메 3–1 793–3434 794–2256 

시다미 지소 
모리야마쿠 오아자 시모시다미아자 
요코츠츠미 1390–1 

736–2000 736–4666 

미도리 구청 미도리쿠 아오야마 ２쵸메 15 621–2111 623–8191 

토쿠시게 지소 
미도리쿠 나루미쵸 아자토쿠시게 
18–41 

875–2202 878–3766 

메이토 구청 메이토쿠 카미야시로 ２쵸메 50 773–1111 773–7864 
텐파쿠 구청 텐파쿠쿠 시마다 ２쵸메 201 803–1111 801–0826 

 

4-2-3 보건센터 일람 
보 건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치쿠사 보건센터 치쿠사쿠 카쿠오잔도리 8–37 753–1951 751–3545 

히가시 보건센터 히가시쿠 츠츠이 １쵸메 7–74 934–1205 937–5145 

키타 보건센터 키타쿠 시미즈 ４쵸메 17–1 917–6541 911–2343 

구스노키 분실 키타쿠 구스노키 ２쵸메 967 902–6501 902–6502 

니시 보건센터 니시쿠 하나노키 2쵸메 18–1 523–4601 531–2000 

야마다 분실 니시쿠 야수지쵸 161–1 504–2216 504–2217 

나카무라 보건센터 나카무라쿠 메라쿠쵸 ４쵸메 7–18 481–2216 481–2210 

나카 보건센터 나카쿠 사카에４쵸메 1–8 265–2250 265–2259 

쇼와 보건센터 쇼와쿠 아유치도리 3–19 735–3950 731–0957 

미즈호 보건센터 미즈호쿠 타나베도리 ３쵸메 45–2 837–3241 837–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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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아츠타 보건센터 아츠타쿠 진구 ３쵸메 1–15 683–9670 681–5169 

나카가와 보건센터 나카가와쿠 타카바타 １쵸메 223 363–4455 361–2175 

토미타 분실 나카가와쿠 하루타 ３쵸메 215 303–5321 303–5438 

미나토 보건센터 미나토쿠 미나토사카에 ２쵸메 2–1 651–6471 651–5144 

난요 분실 미나토쿠 하루타노 ３쵸메 1806 302–8161 301–4674 

미나미 보건센터 미나미쿠 히가시마타베쵸 5–1–1 614–2811 614–2818 

모리야마 보건센터 모리야마쿠 오바타 １쵸메 3–1 796–4610 796–0040 

시다미 분실 
모리야마쿠 오아사 시모시다미 

아자요코 즈츠미 1390–1 
736–2023 736–2024 

미도리 보건센터 미도리쿠 아이바라고 １쵸메 715 891–1411 891–5110 

토쿠시게 분실 미도리쿠나루미쵸아자토쿠시게18-41 878–2227 878–3373 

메이토 보건센터 메토쿠 카미야시로 ２쵸메 50 778–3104 773–6212 

텐파쿠 보건센터 텐파쿠쿠 시마다 ２쵸메 201 807–3900 803–1251 
 

4-2-4 환경사업소 일람 
사무소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치쿠사 환경 사무소 치쿠사쿠 카나레 바시 １쵸메 1–17 771–0424 771–5113 

히가시 환경 사무소 히가시쿠 데키마치 ３쵸메 16–16 723–5311 723–5320 

키타 환경 사무소 기타쿠 츠지혼도리 １쵸메 39 981–0421 981–5399 

니시 환경 사무소 니시쿠 미나미 호리코시 ２쵸메 4–70 522–4126 522–8376 

나카무라 환경 사무소 나카무라쿠 사코마에쵸 10–9 481–5391 471–5043 

나카 환경 사무소 나카쿠 신사카에 ３쵸메 20–8 251–1735 251–1736 

쇼와 환경 사무소 쇼와쿠 후쿠에 ２쵸메 10–12 871–0504 871–0505 

미즈호 환경 사무소 미즈호쿠 후타노쵸 6–29 882–5300 882–5305 

아츠타 환경 사무소 아츠타쿠 텐마 ２쵸메 30–6 671–2200 671–2290 

나카가와 환경 사무소 나카가와쿠 카미타카바타 １쵸메 150 361–7638 354–4389 

미나토 환경 사무소 미나토쿠 쥬이치야 １쵸메 70–3 382–3575 384–0562 

미나미 환경 사무소 미나미쿠 모토시오쵸 ６쵸메 8–6 614–6220 614–6223 

모리야마 환경 사무소 모리야마쿠 벤텐가오카 606 798–3771 798–3772 

미도리 환경 사무소 미도리쿠 나루미쵸 아자텐파쿠 90 891–0976 891–0276 

메이토 환경 사무소 메이토쿠 후지사토쵸 101 773–3214 773–3215 

텐파쿠 환경 사무소 텐파쿠쿠 모토야고토 ５쵸메 231 833–4031 833–6823 

문의 내용 
・자원과 쓰레기 분리 방법, 내는 방법 
・수집일 문의 
문의는 각구의 환경 사무소 (토, 일, 연말연시는 제외) 
또는 환경국 작업과 (TEL 052–972–2394, FAX 052–972–4133) 로. 
 

4-2-5 토목사업소 일람 

토목사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 
FAX 

치쿠사 토목사무소 치쿠사쿠 사쿠라가오카 16 781–5211 781–2974 

히가시 토목사무소 히가시쿠 데키마치 2쵸메 8–15 935–8846 937–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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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 토목사무소 키타쿠 시미즈 5쵸메 6–2 911–8165 913–3986 

니시 토목사무소 니시쿠 죠니시 3쵸메 16–33 522–8381 532–6188 

나카무라 토목사무소 나카무라쿠 카토리쵸 1쵸메 87 411–8106 412–5976 

나카 토목사무소 나카쿠 치요다1쵸메 5–8 261–6641 252–0742 

쇼와 토목사무소 쇼와쿠 카와하라도리 4–10 751–5128 751–5129 

미즈호 토목사무소 미즈호쿠 다나베도리 3쵸메 45–2 831–6161 831–8710 

아츠타 토목사무소 아츠타쿠무츠노  2쵸메 5–19 881–7017 881–7022 

나카가와 토목사무소 나카가와쿠 미츠야쵸 2–88 361–7581 352–5089 

미나토 토목사무소 미나토쿠 치쿠모리쵸 96 661–1581 661–9154 

미나미 토목사무소 미나미쿠 아라하마쵸 5쵸메 10–1 612–3211 614–3516 

모리야마 토목사무소 모리야마쿠 미도리가오카 828 793–8531 792–7279 

미도리 토목사무소 미도리쿠 사쿄야마 3027–1 625–4940 625–4946 

메이토 토목사무소 메이토쿠 카미야시로 5쵸메 1101 703–1300 703–8452 

텐파쿠 토목사무소 텐파쿠쿠 요코쵸  714 803–6644 805–1594 

 

4-2-6 시세사무소 일람 

시세사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FAX 

사카에 시세사무소 
히가시쿠 히사기사쿠라1쵸메13–3 

(NHK나고야 방송센터빌딩 8층) 
959–3300 959–3317 

사사시마 시세사무소 

나카무라쿠 메이에키미나미 1쵸메 

27–2 

(니혼세메이 사사시마 빌딩 8층) 

588–8000 588–8017 

카나야마 시세사무소 
나카쿠 마사키 35쵸메5–33 

(메이테츠 마시키 빌딩) 
324–9800 324–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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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제기관 

4-3-1 총영사관, 영사관 

명     칭 전화번호 명     칭 전화번호 

대한민국 총영사관 586–9221 캐나다 영사관 972–0450 

브라질 연방공화국 

총영사관 
222–1077 중국총영사관 932–1098 

미국 영사관 581–4501 페루총영사관 209–7851  

 

4-3-2 그외의 국제기관 

명     칭 전화번호 명     칭 전화번호 

국제연합 지역개발센터 561–9377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정부 

주 일본대표 사무소 

953–9798 

나고야 아메리칸센터 581–8631 
한국비지니스센터(나고

야) 
561–3936 

아리앙스 프랑세즈 

아이치 프랑스 협회 
781–2822 

한국 관광 공사 나고야 

지사 
223–3211 

중국 강소성 국제교류센터 

주일 연락사무소 
586–5669 

VCA일본사무소(영국운

수성) 
683–8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