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国語】 

 
国民健康保険制度について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保険証の交付、保険料の決定、支払方法 보험증 교부, 보험료 결정, 납부방법 

日本語 韓国語 

日本では、いざという時に安心して病院にかかれるように、普段から

何らかの公的健康保険に加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公的健康保険に

加入していれば、病院にかかったときの自己負担が一部で済みます。

会社の保険に加入していない留学生などの外国人住民も必ず国民健康

保険に加入し、病院にかからないときも月々保険料を払わなければな

りません。 

 

일본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안심하고 병원에서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평소에 공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적 
건강보험을 가입해 두시면 병원 이용 시 치료비 본인 부담이 줄어
듭니다. 회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 등 외국인 주민도 반드
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때도 매달 보험
료를 내야 합니다. 

加入手続き後、１週間程度で保険証を住民登録地に郵送します。確実

に届くように郵便局へ転居届の提出をお願いします。病気やけがをし

たとき、病院で保険証を提示すれば、医療費の一部を支払うだけで、医

療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年齢などによって自己負担割合が異なります。 

小学生未満▶２割 

小学生以上７０歳未満▶３割 

７０歳以上７５歳未満▶２割または３割 

 

가입 수속 후 1주일 정도 지나면 보험증을 주민등록지로 발송합니
다. 확실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우체국에 전출신고서(주소이전 신
고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병원에 보
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비의 일부(환자 본인 부담분)를 지불하기만 해
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등에 따라서 본인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초등학생 미만▶20%,  
초등학생 이상 70세 미만▶30%,   
70세 이상 75세 미만▶20% 또는 30% 

保険料は手続きをした月の翌月から加入している月に応じて毎月支払

うことになります。(ただし、４月～５月加入の場合のみ、７月からに

なります。) 

 

보험료는 가입을 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단, 4월~5
월 가입인 경우에만 7월부터 청구됩니다.) 

保険料についてのお知らせと納付書は、支払いが始まる月の中旬に郵

送します。 

 

보험료에 대한 공지사항과 납부고지서는 납부가 시작되는 달 중순
에 발송합니다. 

保険料の決定通知書と納付書は、毎年７月中旬に郵送します。 

 

보험료의 결정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는 매년 7월 중순에 발송합니다. 

１年分の保険料は、７月から翌年の３月までの９回に分けて支払うこ

とになります。 

 

1년분의 보험료는 7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9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保険料額は前年(１月～１２月)の所得から計算します。 

 

보험료는 전년(1월~12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支払いは口座振替にしてください。なお、口座振替の手続きには日数

がかかるため手続きが完了するまでに支払いの期限がくる場合は納付

書で支払うことになります。もし、二重の支払いになった場合はお返

しします。 

 

납부는 자동이체로 해주십시오. 또한 자동이체 신청에는 시간이 수
일 소요되기 때문에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는(납입기간이 가까워 올 
경우) 납부고지서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시
면 돌려드립니다. 

口座振替の手続きをすると、保険料は指定したあなたの口座から、毎

月引き落とされます。口座のお金が不足していると引き落としができ

ませんので、注意してください。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보험료는 지정한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자
동으로 이체됩니다.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면 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口座振替の手続きをするときは、世帯主の方が区役所の市民保険年金

課か料金課へ自分名義の金融機関のキャッシュカードを持ってきてく

ださい。わからないことがあれば、区役所の市民保険年金課か料金課

に聞いてください。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는 세대주가 구청 시민 보험 연금과 또는 
요금과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현금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구청 시민 보험 연금과 또는 요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口座振替でない場合は納付書を使って、金融機関やコンビニでも支払

いできます。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이나 편의점에서
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岡山市外に転出する前には、必ず区役所の市民保険年金課などで転出

届を提出してください。また、日本での滞在を終えて出国することが

決まったら、早急に区役所の市民保険年金課などで出国届を提出して

ください。これらの手続きによって、これまでに支払った保険料を精

算し、追加の支払いや納めた保険料の払い戻しがある場合があります。 

오카야마 시외로 전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구청 시민 보험 연금과 
등에 전출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체류를 
마치고 출국이 결정되면 즉시 구청 시민 보험 연금과 등에서 출국 
신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수속에 의해 지금까지 납부
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나 납부한 보험료가 환불 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保険料の減免・支払相談 보험료 감면・납부방법 

毎月の保険料の支払いを怠った場合、次の措置をとります。 

・督促状を送付し、保険料に延滞金を課して請求します。 

・保険証の有効期間を短くします。 

・保険証の返還を求め、資格証明証を交付します。（医療費は１０割負

担となります。） 

 

매달 보험료 납부를 소홀히 하시면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독촉장을 송부하고 보험료에 연체료를 부과하여 청구합니다. 
▪보험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합니다. 
▪보험증의 반환을 요구하고 자격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 됩니다)  

保険料の滞納を続けた場合、次の措置をとります。 

・滞納した保険料分の預金や給与等を差押えます。 

 

보험료 체납이 계속되면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체납된 보험료만큼의 예금이나 급여등을 압류합니다.  

世帯の状況等によっては、保険料の減免が受け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

日本語が話せる友人等と各区役所市民保険年金課又は各支所総務民生

課までお越しください。 

 

세대의 상황 등에 따라서는 보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어가 가능한 분과 함께 각 구청 시민 보험 연금과 또
는 각 지소 총무 민생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支払方法が分からないときや支払いが難しい場合は、料金課に相談し

てください。 

 

납부 방법을 잘 모를 때나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요금과로 
문의(상담)해 주십시오. 

  

【問い合わせ先】 

・制度及び出国に関するお問合せ先 

 北区役所市民保険年金課 TEL：(086)803-1130 

 中区役所市民保険年金課 TEL：(086)901-1617 

 東区役所市民保険年金課 TEL：(086)944-5022 

 南区役所市民保険年金課 TEL：(086)902-3517 

・納付相談先 

財政局税務部料金課 TEL：(086)803-1641～1644 

（土・日曜、祝日除く 8 時 30 分～17 時 15 分。 

お問い合わせは日本語のみに対応しております。） 

 

【参考】 

岡山市外国人総合相談窓口  TEL：086-803-1128 

（土・日曜、祝日除く９時～１６時） 

 

[문의처] 
▪제도 및 출국에 관한 문의처 
 북구청 시민 보험 연금과 TEL : (086) 803-1130 
 중구청 시민 보험 연금과 TEL : (086) 901-1617 
 동구청 시민 보험 연금과 TEL : (086) 944-5022 
 남구청 시민 보험 연금과 TEL : (086) 902-3517 
▪납부 상담처 
재정국 세무부 요금과 TEL : (086)803-1641~4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8시 30분~17시 15분. 
문의는 일본어로만 가능합니다.) 
 

[참고] 
오카야마시 외국인 종합 상담 창구   
TEL：086-803-1128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9시~16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