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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야마시장 오모리 마사오 

 

 

 

 

 

 
오카야마시는 2009년 4월 1일 정령 지정 도시로 선정되었습
니다.  
전국에서 18번째로, 중서부 지방으로서는 히로시마시에 이어 
두 번째 정령지정도시입니다. 
 
 
 

◆국제 우호 교류 도시・지역 
새너제이시(미국), 산호세시(코스타리카), 플로브디프시(불가리아), 낙양시(중국), 부천시(한국),  
신죽시(대만), 우마틸라 인디안 거류구 부족연합(미국), 괌 준주(미국) 

 

◆시화・시목・시화목・시조 
【시화】국화       【시목】먼나무         【시화목】백일홍       【시조】두루미 

 

 

 

 

 

 

◆오카야마시 시민 헌장 
1 모두에게 친절하며 따뜻하고 즐거운 마을을 만듭시다. 
1 질서와 규칙을 지켜 밝고 안전한 마을을 만듭시다. 
1 꽃과 나무를 소중히 길러 아름다운 신록의 마을을 만듭시다. 
1 휴지나 쓰레기의 처리를 잘해 쾌적하고 청결한 마을을 만듭시다. 
1 문화재를 소중히 지켜 전통 있고 정취 있는 마을을 만듭시다. 

미래로 도약하는 모모타로의 고장 오카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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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야마시 이미지 캐릭터 

2009년 4월 1일 오카야마시 정령지정도시 이행과 함께 탄생한 이미지 

캐릭터 「미코로」「하코로」입니다. 「미코로」의 「미」는 오카야마의 풍성

한 물(미즈)로부터, 「하코로」의 「하」는 아름다운 녹음을 나타내는 잎

(핫파)으로부터 각각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쓰인 「코로」

는 아름다운 마음(고코로)과 동글동글한 형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대표 전화번호 086-803-1000   ※각 구청은 대표 전화로 연결됩니다. 
 

북구(기타구) 중구(나카구) 

북구청 우)700-8544 
기타구 다이쿠 1-1-1 
(시청 본청사 및 분청사 내) 

중구청 우)703-8544  
나카구 하마 3-7-15 

  

동구(히가시구) 남구(미나미구) 

동구청 우)704-8555 
히가시구 사이다이지 미나미 1-2-4  

남구청 우)702-8544  
미나미구 우라야스 미나미초 495-5 

  

 

 

 

  

미코로            하코로 

남구청 

중구청 

북구청 

동구청 
히가시 소방서 
히가시 수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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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실 ☎086-803-1082 

 

긴급 시 연락처 

 

 

 

 

 

 

 

 

 

방재 정보 입수 방법  
재해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방재행정 무선, 긴급속보 메일, 트위터 등의 SNS, 홍보차ᆞ소방단에 의한 홍보물
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합시다. 
 

●오카야마시 방재 메일(다언어판) 
기상 정보나 대피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해 주신 휴대 전화나 스마트폰 등에 메일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은 무료이나 통신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등록 순서~ 
 ① https://www.city.okayama.jp/kurashi/0000020763.html에 접속하여 등록하고 싶은 언어의 2차원 

코드를 읽어 주세요. 
 ②「메일 서비스 본 등록 안내」라고 하는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URL을 

선택하면 등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③ 사이트의 지시에 따라 등록합니다. 완료 메일을 받으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스팸메일 수신여

부 설정에 의해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팸 메일 설정을 변경 해주세요. 
  

기상 정보 확인은? 
현내 최신 기상 정보는 【오카야마 방재 포털】 

http://www.bousai.pref.okayama.jp/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피(피난)장소 확인은? 
자세한 대피(피난) 장소의 위치는 【오카야마시 지도 정보 방재 정보 맵】 

http://www.gis.pref.okayama.jp/okayamacity/PositionSelect?pl=3&mid=1070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소방차ᆞ구급차를 

부를때에는 

☎119 

경보ᆞ주의보 

일기예보는 

☎177 

사건ᆞ사고의 통보는 

☎110 
FAX를 통한 신고 FAX 086-221-0110 

화재 발생 장소나 상황을 알고 싶을 때 
화재 전화 가이드 ☎ 086-226-0119 

※일본어만 가능(자동 응답) 

응급 병원 문의처 
오카야마시내 응급 병원 안내 ☎ 086-231-0119 

※일본어만 가능(자동 응답) 

재해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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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발생 시 행동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즉시 대피합니다. 

 
0 긴급 지진 속보 발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에서 방송되며 휴대전화ᆞ스마트폰 등으로 발신됩니다. 
 
 
 
 
 

 
1 머리를 보호하고 안전 확보 
   쿠션이나 가방 등 주변에 있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 책상다리를 잡는다. 
   당황해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는다. 

 
 
2 대피로를 확보한다 
  흔들림이 진정되면 문이나 창문을 열고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한다. 
  유리 파편 등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고 이동한다. 

 
 

3 가스불을 끈다 
  가스 불을 사용 중이면 불을 끄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 

(무리해서 불을 끄려고 하지 않는다. 흔들림이 진정된 
후 불을 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초기 진화한다. 
 
 
4 전기 브레이커(차단기)를 내린다 
  누전 등에 의한 화재를 방지한다. 

※진동 감지 브레이커를 설치해 두면 흔들림을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간다. 
 
 

5 대피한다 
  비상 시에 대비한 물건을 가지고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한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낙하물에 주의한다. 
  차는 이용하지 않는다. 
  침착하고 잃어버리는 물건이 없도록 주의한다.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대피(피난)할 때의 주의점 
  진원, 쓰나미 주의보ᆞ경보를 확인한다. 
  쓰나미 경보 발령 중일 때는 고지대로 대피하고 절대로 저지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긴급지진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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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토사재해 시 행동   
 
신속한 행동이 생명을 지킨다 
TV, 라디오,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방재 기상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발표되는 
'주의보'나 '경보'등 기상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합시다. 
대피 정보가 나오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대피합시다. 
 
1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방재 정보 메일 등에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합시다. 
 
2 생활에 대한 대비 
태풍, 풍수해에 대비하고 미리미리 주거지 및  
그 주변 정비 점검을 합시다. 
 
3 위험 장소나 피난 경로, 대피(피난)소의 확인 
오카야마시 해저드 맵에서 주변의 위험한 곳이나 
대피 경로, 대피소를 확인해 둡시다. 
 

 
 
 
4 비상 시 대비 물품 준비 
정전ᆞ단수나 피난에 대비해 비상시 필요한 물건들을 확인
해 둡시다. 
 
 
 
5 대피(피난) 지시가 발령되면 바로 행동 
대피 지시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행동! 
아직 괜찮다고 판단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 주십시오. 
만약 대피할 여유가 없을 경우 실내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
오. 

 
 

 
실내 안전 확보(수직 피난) 

해저드 맵(재해 예측 지도)에서 안전 확보가 가능 한 경우 자택 내의 안전한 곳(2층 이상)이나 
친척, 지인의 집으로 대피, 또는 호우 시 침수 예상 구역이 아닌 대피소에서의 차박 피난도 검
토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오카야마시 방재 매뉴얼(다언어판)홈페이지 

https://www.city.okayama.jp/kurashi/0000012091.html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즉시 대피합시다. 

주
의
보 

경
보 

태풍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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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시 대비 준비 물품   
 
비상 시 대비, 준비 물품 예 
□ 비상식량  
□ 페트병 물(500ml 사이즈) 
□ 통장, 면허증, 건강보험증, 약 수첩 등 
□ 인감(통장과는 따로 보관) 
□ 현금(동전 포함) 
□ 집ᆞ차의 여벌 열쇠 
□ 필기도구(유성 펜, 노트) 
□ LED 헤드라이트, 손전등, 건전지 
□ 휴대전화 충전기, 모바일 배터리 
□ FMᆞAM 라디오 
□ 안경ᆞ콘택트렌즈 
□ 세면도구(양치질, 세안세트, 타월 등) 
□ 물티슈 
□ 의료품(약, 소독액, 반창고 등) 
□ 일회용 손난로 
□ 방한 보온 시트 
□ 헬멧, 방재모자(두건), 호루라기 
□ 방한복ᆞ비 우비 
□ 목장갑, 장갑 
□ 안대 귀마개 
□ 마스크, 살균 시트, 체온계 
 

가정 내 비축에 관하여  
가정 내 비축의 예 
□ 물(음료용 1일분은 3L×가족의 인원수)  
□ 식량(인스턴트, 레토르트, 통조림 등)  
□ 식기(스푼, 포크, 나무젓가락, 다정용 식판, 일회용 컵) 
□ 랩, 알루미늄 포일 
□ 나이프, 캔따개, 병따개 
□ 휴대용 가스레인지, 휴대용 부탄가스 
□ 아웃도어 용품(텐트, 침낭 등) 
□ LED 랜턴, 건전지, 라이터 
□ 포장용 끈, 보자기 
□ 가위, 커터(칼) 
□ 천, 테이프 
□ 바느질 세트 
□ 갈아입을 옷, 세면ᆞ목욕 세트 
□ 골판지 상자, 신문지, 고무장갑 
□ 비닐 봉투, 쓰레기 봉투, 블루 시트 
□ 화장지, 간이 화장실 
□ 물티슈  
□ 폴리 탱크(급수용), 카트(운반용) 
 
 

 

집에서 7일간 지낼 때 필요한 비축품 
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 물자가 바로 도착한다고 단정할 수 없
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라이프라인은 대재해 발생 직후에는 
멈춰버려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기억(각오)해 둡시다. 

대피소에서 2~3일간 지낼 때 필요한 대비 물품 준비 

비상 시 대비 물품은 재해의 위험이 높아져 가정에서 대피(피

난)할 때 가장 먼저 반출,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상 봉투 등에

정리하여 즉시 꺼낼 수 있는 장소에 준비해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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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 창구 
 
 

상담내용 전화번호 시간 장소 휴일 

행정 상담 
일반 상담 

각 구청 총무・지역진흥
과 구민상담 

북구 ☎ 086-803-1658 
중구 ☎ 086-901-1603 
동구 ☎ 086-944-5091 
남구 ☎ 086-902-3503 

8:30～17:15 
각 구청 

총무ᆞ지역진흥과 

토‧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소비 생활 상담 ☎ 086-803-1109 9:00～16:00 

생활안전과 

교통 사고 상담 ☎ 086-803-1108 
9:00～12:00 

13:00～16:00 

범죄 피해자 등 
종합 상담 

☎ 086-803-1238 8:30~17:15 
기타구(북구)  

중앙 복지 사무소 

무료 법률 상담 
(면담/예약필요) 

예약 전화 
☎ 086-803-1000 

(매주 수요일 9:00~) 
홍보광청과 

☎ 086-803-1025 

〈법률 상담 전반〉 
매주 수‧목요일 

13:00~16:00 

산카쿠 오카야마 
기타구 오모테초 3초메 14-1 
아크스퀘어 오모테초 빌딩  

2층 

오봉(8/15) 
공휴일, 연말연시 

일반 여성상담 

각 복지사무소 8:30~17:00 각 복지사무소 
토‧일, 공휴일, 

연말연시 
한부모 가정 상담 

DV(배우자로부터
의  폭력), 성희롱

에 관한 상담 

상담 핫 라인 
☎ 086-803-3366 

10:00~19:30 
(월,수~토요일) 
10:00~16:30 

(일요일,공휴일) 

남여공동참획 상담지원센터 
(배우자 폭력상담 지원센터) 

화요일,(화요일이 공휴
일인 경우 익일 평일) 

연말연시 

양육비, 면회 교류 
상담 

(면담/예약필요) 
☎086-803-1221 

매월 넷째주 화요일 
13:00~17:00 

보건복지회관 1층 
(기타구  

중앙 복지 사무소 내) 
 

방화(放火)상담 

☎ 086-234-1199 8:30~17:15 소방국 예방과 
토‧일, 공휴일,  

연말연시 

각소방서ᆞ분서ᆞ출장소 수시 각소방서ᆞ분서ᆞ출장소  

경영 상담 ☎ 086-803-1325 8:30~17:15 
산업진흥‧고용추진과 

중소기업진흥실 
토‧일, 공휴일,  

연말연시 

건축 상담 ☎ 086-803-1444~7 8:30~17:15 건축지도과 
토‧일, 공휴일,  

연말연시 

생활 속에서의  
곤란한 일 

오카야마시  
밀착(요리소이)  
서포트 센터 

☎ 0800-200-8730 

8:30~17:00 
보건복지회관 7층 

(오카야마시  
사회복지 협의회 내) 

토‧일, 공휴일,  
연말연시 

곤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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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종합 상담 창구 

생활 속에서의 곤란한 일이나 시청에서의 수속, 절차 등 무엇이든 상담해주세요.  

외국인과 관계있는 일본 분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오카야마시에서 부탁드립니다. 

오카야마시에서 온 우편물(통지서)은 반드시 개봉 후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우편물 안에 「督促狀(독촉장)」이라는 글씨가 있는 경우는 주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납부해야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서둘러 납부해 주십시오. 

우편물(통지서)의 내용을 잘 모를 때에는 외국인 종합 상담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장소 상담 일시 대응 언어 연락처 

외국인 종합 상담 창구 

(오카야마시청 본청사 1층)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12월29일～1월3일 제외) 

9:00～16:00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086-803-1128 

국제과 

(오카야마시청 본청사 2층)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12월29일～1월3일 제외) 

9:00～12:00 / 13:00～16:00 

영어, 중국어,  

한국어 

086-803-1112 

우호 교류 살롱 

(니시가와 아이플라자 4층) 

기타구 사이와이초 10-16 

화요일～일요일 

〔공휴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매월 둘째주 일요일, 12

월28일～1월4일 제외〕 

화요일～금요일 10:00～20:00 

토요일～일요일 10:00～18:00 

086-234-5882 

오카야마시 외국인 시민 상담 창구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데…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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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휴일 야간진료 

진료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휴일,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휴일 야간 긴급 진료소(소아과)만 매일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내과계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과 

명  칭 
오카야마시 

휴일 야간 긴급 진료소 
☎ 086-225-2225 

각 지구 재택담당의 전문의 재택담당의 
오카야마시 

휴일 긴급 치과 진료소 
☎ 086-225-8280 

장  소 
구 시민병원 별관 1층 
(기타구 히가시추오초 

3-14) 

홍보지나 
시 홈페이지 

(휴대폰 사이트)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오카야마시 휴일 
야간 응급 진료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구 시민병원 별관 1층 
(기타구 히가시추오초 

3-14) 

접수시간 

【공휴일 낮】 
9:30~11:30/12:30~16:30 

【공휴일 야간】 
내  과/ 20:00~22:30 
소아과/ 19:00~22:30 

【평일 야간】 
공휴일 제외 월~토요일 
20:00~22:30(소아과 만) 

9:00~17:00 
10:00~11:30 
13:00~15:00 

・오카야마현 정신과 응급 정보센터(☎ 086-225-9080) 

공휴일, 야간의 정신과 관련 응급시는 전화로 의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접수시간 : 토‧일, 공휴일, 연말연시▶8:30~익일 아침8:30,   평일▶월~금 17:00~익일 아침 8:30 

 

아플 때에는 

병원명 
오카야마시립 시민병원 

☎ 086-737-3000 

오카야마시립  
세노병원 

☎ 086-282-1211 

오카야마시립 
카나가와병원 
☎ 086-724-

0012 

후쿠와타리 병원 
☎ 086-722-0525 

소재지 
기타구 기타나가세오모테마치 

3초메 20-1 
미나미구 세노 850 

기타구 미쓰 
 가나가와 449 

기타구 다케베초  
후쿠와타리 1000 

진료 
과목 

내과, 신경내과, 외과, 정형외
과, 뇌신경외과, 산부인과, 안
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피부
과, 비뇨기과, 방사선과, 마취
과, 재활과, 류마티스과, 성형
외과, 병리진단과, 응급과 외 

내과, 정형외과, 안
과, 이비인후과, 재
활과, 피부과, 비뇨

기과, 방사선과 

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 재활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안과, 
순환기내과, 심장혈관외과, 
정신과, 비뇨기과, 재활과, 

방사선과 

그 외 

・토ᆞ일, 공휴일, 연말연시는 휴진입니다. 
・외래 접수는 8시 30분부터입니다. 
・진료과목에 따라 진료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병원에 확인 후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 4주 토‧일, 공휴일, 연
말연시는 휴진입니다. 
・외래접수는 8시30분부터입
니다. 
・진료과목에 따라 진료시간
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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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야마 의료 정보 넷(홈 페이지 https://www.qq.pref.okayama.jp) 

☞오카야마 현내의 의료기관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소아 응급의료 전화 상담 사업(홈페이지 https://www.pref.okayama.jp/page/detail-7000.html) 

상담 일시는 평일 19시~익일 아침 8시, 토‧일, 공휴일,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는 18시~익

일아침 8시 

상담 전화번호는 ＃8000 또는 ☎ 086-801-001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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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전출 등의 주민 이동 신고 

각 구청 시민보험연금과, 각 지소, 지역 센터, 시민 서비스 센터 

 

종 류 기 간 필요 사항 

전입 신고  
입국 신고 
이전 신고 
(시내 이동) 

전입, 이전,  
입국 후,  

주거지를 정한 날
로부터 14일 이내 

・전 주소지의 시,구,정,촌이 발행한 전출증명서(전입의 경우만) 
・재류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16세 미만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포함) 
・유효 여권 
・세대주 이외의 경우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원

본) 및 그 번역문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 (소유하신 분만) 
・주민 기본 대장 카드(교부를 받으신 분) 

전출 신고 
전출하는 날까지 
사전 신고 가능 

・시 외로이사 하는 경우는 전출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무료) 
・장기간 출국하는 경우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세대 변경 신고 
(합병, 분리, 세대주 

변경 등) 

변경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세대주 이외의 경우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원
본) 및 그 번역문 

중‧장기 체류자가 
되었을때 

재류 자격을 변경
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재류카드 
・유효 여권 
・세대주 이외의 경우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원

본) 및 그 번역문 

특별영주자  
증명서 재교부 

도난이나 분실을 
알고 난 뒤  
14일 이내 

・유효 여권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사진 1장 (가로 4㎝×세로 3㎝) 

특별영주자  
증명서  

유효기간의 갱신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유효 여권 
・특별영주자 증명서 
(16세 미만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포함) 
・사진 1장 (가로 4㎝×세로 3㎝) 

※모든 신고서 제출에는 창구에 온 신고자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과 같은 세대원 이

외의 사람이 접수할 경우에는 본인 작성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소홀히 했을 경우는 벌금이나 재류 자격의 취소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창구에서의 주민표 발행 수수료는 1통에 300엔입니다. 

인감 증명 
각 구청 시민보험연금과, 각지소‧지역센터‧시민 서비스 센터 

인감등록 증명서(인감증명)는 금전의 차용이나 부동산의 등기 등 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절차에 사

용되는 인감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카야마시에서는 인감등록 신청을 하신 분에게 인감 등록증을 발행하여 인감 등록증 (수첩 또는 

카드)에 의해서만 인감등록 증명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의 인감등록 증명서 발행 수수료는 1통에 300엔입니다. 

신고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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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가정 쓰레기 배출 방법 

환경사업과 ☎086-803-1297 

 5종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분리하여 수거일에 쓰레기 지정 배출장소에 버려주십시오. 

 

※미쓰, 다케베, 세토지구에서는 일부 분리 구분이 다릅니다. 

 

<시에서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ᆞ구매점 등에 반납 또는 문의해야 하는 것 

독극물, 농약, 모터 바이크, 배터리, 오일, 염료, 타이어, 가스버너, 소화기 등 

ᆞ직접처리 해야 하는 것 

블록, 기와, 벽돌 

ᆞ이사 쓰레기 등 

분리하여 직접 시의 처리시설에 가지고 가서 처리 (가연 쓰레기, 불연 쓰레기는 유료 지정봉투에 

넣어서) 

구분 수거일 내용 

가연 쓰레기 주 2회 지정 요일 음식 쓰레기, 플라스틱류(페트병제외) 등  

불연 쓰레기 월 1회 지정 요일 유리 파편, 도자기류 등 

재활용 쓰레기 월 2회 지정 요일 

캔, 빈병, 튀김 기름 

신문지, 전단지, 박스, 잡지, 종이류, 종이백, 헌 천, 

페트병 

폐건전지‧체온계 월 2회 지정 요일 건전지, 체온계 

대형 쓰레기 

수시 (대형 폐기물 접

수 센터에 전화 신청 

필요) 

가구, 자전거, 가전 제품, 헌 이불 등, 1개의 크기가 

20ℓ 봉투에 들어 가지 않는 것 

 

쓰레기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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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쓰레기 배출은 시의 유료 지정봉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환경사업과 ☎086-803-1297 

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의 추진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익자 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가정 

쓰레기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대상 쓰레기〉 

 가연 쓰레기, 불연 쓰레기(재활용 쓰레기 및 가지, 낙엽, 풀은 무료) 

  

〈유료 지정봉투의 종류와 가격〉 

종류 (가연, 불연 공통) 판매가격 (10장 세트) 

45ℓ 봉투 (대형) 500 엔 

30ℓ 봉투 (중형) 300 엔 

20ℓ 봉투 (소형) 200 엔 

10ℓ 봉투 (특소형) 100 엔 

5ℓ 봉투 (초특소형) 50 엔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세대」, 「저소득 세대」, 「중증 장애인」, 「장애인으로 일회용 기저귀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 「2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자」, 「개호(간호)보험의 병간호 필요도 4이상 또는 병간호 

필요도 3으로 일회용 기저귀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재택자」에게는 감면 조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케베지구는 오카야마시 구메난초 위생시설조합이 수거하므로 다케베 지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형 쓰레기의 호별 수거와 운반 배출 

예약, 상담창구/대형 폐기물 접수센터(다케베지소 관내 제외)  ☎ 086-227-5300 / FAX 086-227-0053 

접수 시간 : 월～금(공휴일 가능) 9시～16시 

※다케베 지구의 분들은 다케베 지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인터넷으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사업 쓰레기 배출 방법 

환경사업과 ☎086-803-1298 

상점, 음식점 그 밖의 사업장의 사업 활동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지정 배출 장소에 버릴 수 없습니

다. 허가 업체에 위탁하는 등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감량, 재활용 가이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쓰레기의 분리 구분과 배출 방법 등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환경사업과나 각 구청 대책반(히가시구는 총무지역진흥과), 

지역 센터 등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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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임신하면 

 임신하면 각 보건 센터, 「산전‧산후 상담 스

테이션」등에 임신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

다. 

 임신‧출산‧육아 전반의 건강기록으로 활용하

는 오야코(산모) 수첩을 드립니다. 또 보건소와 

보건 센터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

과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칭 문의처 

오야코(산모)수첩 

보건소 건강조성과 

☎ 086-803-1264 

각 보건센터 

임산부 상담, 

임산부 가정 방문 

임산부 일반 건강검사 

지원(조성) 

조산 시설에의 입소 각 복지사무소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14일이내에 각 구청 시민보

험연금과, 각 지소, 지역 센터 등에 출생신고를 

해 주십시오.  

또 중학교 3학년 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

시는 분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나 어린이 의

료비 지원(조성)제도가 있습니다. 

명칭 문의처 

출생신고 

각 구청 

시민보험연금과 

각 지소, 지역 센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수속 

출산 육아 일시금 

어린이 의료비 지원제도 

아동 수당 

출산 연락표 

(겸 저체중아 출생신고) 

보건소 건강조성과 

☎ 086-803-1264 

※제출서류는 진료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곤니치와 아카창 방문 

 보건소 건강조성과 ☎086-803-1264 

 오카야마시에 주민등록을 한 아기 전원에게 

연수를 받은 지역 애육위원이 방문하여 「아기 

그림책」선물로 드립니다. 육아중의 불안, 고민 

등을 들어 드리거나 육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애육위원은 육아를 지원하는 지역 자원봉사

자 입니다. 지역에 관한 일, 육아에 관한 일 등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육아 
 

＊아기 그림책 
아기 그림책 배부 사업은 「마음이 넉넉한 오카

야마 어린이 응원단」 사업의 하나 입니다.  

「마음이 넉넉한 오카야마 어린이 응원단」은 아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낳

고 기를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사회 전체가 육

아를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가정, 

지역사회, 사업자, 학교, 유치원, 보육원, 행정대

표가 모여 2007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지역아동지원과 ☎086-803-1224 

＊육아응원사이트 ｢육아포켓｣ 
이미지 캐릭터 「폿케」 

 

오카야마의 육아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 곤란할때

의 상담처, 각종 지원, 수당, 육아 지원 시설, 육

아를 응원하는 여러분들의 활동 소개 등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일정별, 연령별 등의 알기 

쉬운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지원과 ☎086-803-1224 

 
육아 포켓 트윗터 
계정：@kosodate_pocket 
홈페이지 주소 
http://www.okayama-tbox.jp/kosodate/ 

 

 

◀홈페이지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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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ᆞ입학 
●보육원(어린이집) 입학 

취원관리과 ☎086-803-1432, 각 복지사무소ᆞ지

소 

●인증(인가) 어린이집에 입학 

취원관리과 ☎086-803-1432, 각 복지사무소ᆞ지

소 

●지역형 보육사업(소규모 보육 사업소, 사업

소 내 보육 사업소) 이용 

취원관리과 ☎086-803-1432, 각 복지사무소ᆞ지

소 

●유치원 입학 

각 유치원, 취원관리과 ☎086-803-1432 

시립 유치원은 4,5세 아동(일부 3세 아동)를 대

상으로 원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유

치원에 원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립, 국립 유

치원에 대해서는 각 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초‧중학교에 입학 

교육위원회 취학과 ☎086-803-1588 

시립 초‧중학교는 거주지에서 통학하는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립 초ᆞ중학교는 수업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급식비나 교재비의 일부 

부담이 필요합니다. 

 

<초‧중학교 입학>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년 10월에는 취학 시, 

건강진단 날짜의 통지를, 또 1월 말에는 초‧중학

교에 입학하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

지서를 보냅니다. 이하의 경우는 서둘러 교육위

원회 취학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ᆞ취학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음,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ᆞ질병 기타의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경우 

ᆞ신체가 매우 약하고 손, 발, 눈 ,귀가 부자유한 

경우 

ᆞ외국 국적이나 시립 초‧중학교 취학을 희망하

는 경우 

  

 

<초‧중학교 전학> 

시내 전학▶학교에서 전학 서류를 받아 전학 절

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외 전출▶학교에서 전학 서류를 받고 전입지

역의 교육위원회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고등학교 등의 입학> 

아동복지과 ☎086-803-1221 

장학금의 지급(상환 불필요) 

경제적 이유로 고등학교 등에서의 수학이 곤란

한 사람에게 상환 불필요의 장학금을 지급합니

다. 모집 기간은 8월~9월로, 연간 6만엔(통신제 

고등학교는 37,000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아동 건강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소 건강조성과 ☎086-803-1264 

<유아 건강검진> 

(유아 일반 건강검진‧3~5개월 유아 건강검진) 

현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습

니다. 

  

<7‧8개월 유아 건강검진> 

시내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건강검진료의 

반액을 시가 부담합니다. 

  

<1세 6개월 유아 건강검진‧3세 유아 건강검

진> 

1세 6개월, 3세 6개월의 아이를 대상으로 소아과 

건강검진, 치과 검진, 영양 상담, 육아 상담, 보

건 상담 등의 종합 건강 검사를 각 보건 센터에

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유식 강습회 

각 보건센터 

이유식 만드는 방법의 시연과 이유식의 진행 방

법에 대한 강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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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와 구강 건강 상담 

보건소 건강조성과 ☎086-803-1264 

치과 의사‧치과 위생사를 통해 치아와 구강 상

담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연3회‧무료) 

 

●예방접종 

보건소 감염증 대책과 ☎086-803-1262 

시가 무료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어린이 로터

바이러스, B형 폐렴, BCG, 4종 혼합, 3종 혼합, 2종 

혼합, 폴리오, 홍역, 풍진, 일본뇌염, 자궁경부암, 

Hib, 소아용 폐렴구균, 수두입니다. 

또한 예방 접종 수첩은 출생 신고를 한 다음 날

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소아 응급 의료 전화 상담 

☎#8000 또는 ☎086-801-0018 

야간 아이의 갑작스러운 발열, 경련 등 상태가 

나빠졌을 때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간호사 등

이 전화로 상담에 응함과 동시에 의료 기관에서

의 진찰에 관해 적절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아동수당 

아동복지과 ☎086-803-1222 

15세(중학교 3학년)에 이른 최초의 3월 31일까

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합니

다. 

  

●어린이 의료비 지원(조성) 

의료조성(지원)과 ☎086-803-1219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아이가 의료기관 등

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 진료 자기 부담

분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조성)합니다. 

 

●아동부양수당 

아동복지과 ☎086-803-1222 

한 부모 가정이나 부모가 없는 가정으로 해당 

아동의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 

(18세에 이르는 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 까지. 

소득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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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각 구청 시민보험연금과, 각 지소, 지역 센터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과 그 피부양

자나 생활보호 대상자,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가입

자 등을 제외한 시내에 주소가 있는 분은 모두 시

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탈퇴, 변경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은 세대 단위로, 세대주가 

가입ᆞ탈퇴ᆞ변경의 신고나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입〉 

・직장의 건강보험을 탈퇴했을 때 

・전입했을 때 

・생활보호를 받지 않게 되었을 때 등 

〈탈퇴〉 

・직장의 건강보헙을 가입했을 때 

・전출(귀국)할 때 

・생활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 등 

신고처▶ 각 구청 시민보험연금과, 각 지소, 지역

센터, 시민 서비스 센터 

 

<70세 이상인 분의 의료제도> 
①70세 이상인 분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자 

이외의 분) 

70세가 되는 생일 다음 달 (1일에 태어난 분은 

그 다음 달)부터 부담비율이 변경됩니다. 「국민

건강보험 고령수급자증」을 70세가 된 달의 하순

경에 보내드립니다. 

②75세 이상인 분 

75세부터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진료 대상이 

됩니다. 

(75세 생일 전월에 피보험자증을 송부합니다.)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분으로, 일정의 장애가 

있어 신청에 따라 광역 연합으로부터 인정을 받

으신 분도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의한 진료에 

해당됩니다. 

 

●보험료 

<보험료의 계산방법> 

 다음의 ①＋②＋③＝보험료입니다. 

①소득할액/(총소득금액 등－기초공제)×소득비 
요율 

②균등할액/1인당 금액×피보험자 수 
③평등할액/1세대당의 금액 

※일괄 납부가 곤란할 때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오
니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 없이 체납하게 되면 독촉이나 연체료
가 가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40세 이상 65세 미만
인 분 (개호(간호)보험 제2호 피보험자) 이 계신 
세대는 개호(간호)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 

납부는 계좌 자동이체가 원칙이나 납입통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징수) 

편의점ᆞ스마트폰 결제(오카야마시 지정)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납입통지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피보험자 전원
이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연
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특별징수)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통징수 합니다.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이외의 경우 
・연금이 연간 18만엔 미만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이 연간 18만엔 미만인 

경우 
・개호(간호)보험료 공제액과 합친 금액이 연금액 

(공제대상이 되는 연금)의 2분의1을 넘을 경우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고있는 경우 (납부상황에 

따라 특별징수가 되는 경우도 있음) 
・특별징수 세대의 세대주가 금년도 75세가 되는 

경우 
 
●보험료 납부는 편리한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의 납부는 편리하고 정확한 자동이체를 
꼭 이용해 주십시오 

요금과 ☎086-803-1645 

 
 

보험・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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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지급(관련 주요 내용) 
필요한 수속은 각 구청 시민보험연금과, 각 지소, 

지역 센터, 복지 사무소로 

 

<요양비 지급> 
의료기관 창구에서 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비의 

일부 부담금을 지급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자기 부담비율 

①70세 이상/현역 수준의 소득자 : 3할, 일반 2할 

②의무교육 취학 후～70세 미만 : 3할 

③의무교육 취학 전 : 2할 

※현역 수준의 소득자▶70세 이상 75세 미만인 분 

중 시민세 과세 소득이 145만엔 이상(일부 조정 

있음)의 피보험자나 동일 세대에 있는 피보험자. 

단,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분의 수입의 합계가 일

정액 미만인 경우 신청 하시면 2할 부담이 됩니다. 

 

<고액 요양비> 
의료기관 창구에 납부한 1개월의 자기 부담액이 

자기 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

을 신청에 따라 지급합니다.  

 

<고액 개호(간호)합산 요양비> 
연간 의료비가 고액인 세대에 개호(간호)보험의 

수급자가 있을 경우, 의료 보험과 개호(간호)보험 

모두의 자기 부담액을 합산해 연간 한도액에서 

500엔을 초과한 경우는 신청에 따라 한도액을 초

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한도액 적용 인정증> 
※신청은 각 구청 시민보험연금과, 각 지소, 지역

센터로 

의료기관에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제시할 경우, 

한 의료기관의 창구에서의 납부 금액은 한도액까

지만 지불하게 됩니다. (보험료가 미납일 경우는 

인정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또 70세 이상이신 

분 중에서 과세소득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도 교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비> 
불가피한 사유로 피보험자증을 제시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전액을 부담하고 난 뒤 추

후 신청을 통해 심사 후 인정되면 자기 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출산육아 일시금> 
피보험자가 출산했을 경우 40만 4천엔 (산부인

과 의료보상제도 대상의 출산인 경우는 42만엔)을 

지급합니다. 임신 12주(85일) 이상의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급됩니다. (의사의 증명서 필요) 

 

<장례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분에게 5

만 엔이 지급됩니다. 

 

●보험료 면제상담 
재해, 사업 도산, 실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보험

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례

들이 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청은 각 구청 시민보험연금과, 각 지소, 지역

센터로 

 

●보험료 납부상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체

납할 경우에는 압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연체료가  

가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상담해 주십시오. 

요금과 ☎086-803-1641~4 

 

 

 

 

 

 

 

 

 

 

 

 

 

 

 

 

 

 

 

 

 

생활 습관병은 의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

니다. 

건강 검진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 보세요. 
 

건강검진‧보건지도의 안내 

40세 이상 75세 미만인 분을 대상으로 생활습

관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오카야마시 국민

건강보험 특정 건강검진‧특정 보건지도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5~39세인 분을 대상

으로 한 『35세부터의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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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간호)보험 
개호(간호)보험과 ☎086-803-1240~2 

각 복지사업소  

 

●개호(간호)보험 대상자 

・65세 이상인 분(제 1호 피보험자) 

・4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 보험에 가입하신 분

(제 2호 피보험자) 

 

●보험료 납부 

・65세 이상인 분(제 1호 피보험자) 

본인의 소득과 세대의 과세상황 등에 따라 보험

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연간 18만엔 이상의 노령

ᆞ퇴직 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을 수급하고 계

시는 분은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보험료가 공제됩

니다. 65세가 되신 분이나 전입하신 분은 공제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납부서 또는 계좌 이체로 납부

해 주십시오. 

・40세 부터 64세 까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

(제 2호 피보험자)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납부 상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체

납할 경우에는 압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연체료가  

가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상담해 주십시오. 

요금과 ☎086-803-1641~4 

 

 

●개호(간호)의 설정 

일상생활에서 개호(간호)나 지원을 필요로 하여 

개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복지 사무소

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호(간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순서 
 
 
 
 
 
 
 
 
 
 
 
 
 
 
 
 
 
 
 
 
※１: 개호(간호) 필요도가 1~5로 인정 된 분은 개
호(간호)서비스 대상자로, 필요도 1, 2로 인정되면 
개호(간호)예방 서비스 대상자로, 간호나 지원이 
불필요하신 분은 간호 예방 사업(지역 지원 사업)
의 대상자가 됩니다. 
 
※２: 개호(간호) 서비스는 케어 매니저가 있는 주
택 개호(간호) 지원 사업자가 케어 플랜을 작성하
고, 개호(간호) 예방 서비스는 지역 포괄 지원센터
가 예방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신  청 

방문조사 

승인 결과 통지※１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의 작성※2 

주치의 의견서 

서비스 이용 

인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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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의료조성과 ☎086-803-1217 

보험료의 납부 상담=요금과 ☎086-803-1641~4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대상자(피보험자) 

・75세 이상인 분(가입 신청 불필요) 

・65세~74세로 일정의 장애가 있는 분(신청 필요) 

 

●보험료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보험료는 균등할액과 

소득할액의 합계 금액입니다. 

<납부 방법> 

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공제(특별

징수)됩니다. 

 특별징수가 되지 않는 분은 납부서 또는 계

좌이체에 의한 납부(보통징수)가 됩니다. 

 

●납부 상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해 주십시오. 보험료를 체납

할 경우에는 압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연체료가  

가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방법 변경> 

국민건강 보험 제도에서 후기고령자의료제도로 

이행된 분으로, 계좌이체를 원하실 경우 다시 계

좌이체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는 인

계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경감>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경감 조치가 있습니다.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지급(관련 주요 내용) 

<요양비 지급> 

의료기관 창구에서 피보험증을 제시하여 의료비

의 일부 부담금을 지불하면 의료를 받을 수 있습

니다. 

자기부담 비율 

①현역 수준의 소득자 : 3할 

②기타 : 1할 

※현역 수준의 소득자…시민세 과세 소득(각종 

공제 후)이 145만엔 이상인 피보험자 및 동일 

세대에 있는 피보험자. 단, 동일 세대의 피보

험자 전원의 수입 합계가 일정액 미만인 경우 

신청에 따라 1할 부담이 됩니다. 

 

<고액 요양비> 
의료기관에 지급한 1개월의 자기 부담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추후 초과된 금액이 환불됩니

다. 입금계좌를 신청해 주십시오. 

 

<요양비> 
해외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나 의사가 필요성

을 인정한 의료보조기구를 구입한 경우 이미 부

담한 전액 중에서 추후 신청을 통해 심사 후 자

기 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

급됩니다. 

 

기타 급부에 대해서는 의료조성과로 문의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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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각 구청 시민연금보험과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중, 후

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학생을 포함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등 

<국민연금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20세가 되었을 때 

・회사를 퇴직했을 때 

・후생연금(공제조합)에 가입한 제2호 피보험자

(회사원 등)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을 때 

・연금을 청구할 때 

・연금 가입자,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료의 면제ᆞ유예신청을 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연금에 가입한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월 분까지 납부합

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납부 유예‧학생 납부

특례> 

경제적 이유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면제

ᆞ유예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경

우 학생 납부 특례제도에 따른 신청을 해 승인

되면 납부가 유예됩니다. 면제ᆞ유예, 학생 납부 

특례가 인정되면 10년 이내일 경우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전 산후 기간의 면제 제

도>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 전후의 보험료가 신고를 통해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한 달의 

전월부터 4개월간(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3개

월 전부터 6개월간)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

됩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각종 연금 등의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창구 

수속이 필요합니다. 

<노령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면제 기간, 합산대상 기간

을 합하여 10년(120개월) 이상의 수급 자격 기

간이 필요합니다. 연금 수급 원칙은 65세부터이

나 희망에 따라서는 60세부터 조기 청구 또는 

66세 이후로 늦추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추가) 연금> 

 부가(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 기초연금

에 가산됩니다. 

  

<장애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

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 또는 

20세 전에 처음으로 진단 받은 어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정한 장애를 갖게 되었을 경우에 지

급됩니다. 보험료 납부 등의 충족 요건이 있습

니다. 

  

<유족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

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 또는 

노령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기간이 25년 이상인 

분이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

가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사

망한 분의 보험료 납부 기간 등의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자녀라 함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날 이후 최

초의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자녀(장애인은 

20세 미만)입니다. 

  

<미망인 연금> 

제1호 피보험자 및 임의 가입 피보험자로서  

보험료 납부기간과 면제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

상인 남편이 연금을 받지 않고 사망했을 때 생

계를 유지하고 있던 아내가 60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혼인 기간 등의 충족 요

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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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일시금> 

제1호 피보험자 및 임의가입 피보험자로서 보

험료를 3년(3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이 연금을 

받지 않고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 기초연금이나 미망인 연금을 받는 경우에

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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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ᆞ상담 
수납과 ☎086-803-1186 
각 구청 시세사무소(기타구 제외) (다이얼 가이
드 참조) 

시세 납부는 편리한 자동이체를 권장합니다. 계

좌 이체를 할 수 있는 시세는 시ᆞ현민세(보통징

수), 고정자산세, 경차세(종별할)로, 시내의 금융기

관에서 신청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속 

시에는 납세통지서, 예ᆞ적금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것과 통장 인감을 지참해 주십시오. 

 

●납부 상담 
경제적 이유등으로 한번에 납부가 곤란한 때는 

분할 납입하는 방법 등도 있으니 서둘러 수납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각 구청 시세 사무소에서는 분할 납부 상담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세 과목 납부 기한 

고정자산세(제1기) 4월 30일 

경차세 5월 31일 

시ᆞ현민세(제1기) 6월 30일 

고정자산세(제2기) 7월 31일 

시ᆞ현민세(제2기) 8월 31일 

고정자산세(제3기) 9월 30일 

시ᆞ현민세(제3기) 10월 31일 

고정자산세(제4기) 12월 25일 

시ᆞ현민세(제4기) 이듬해 1월 31일 

※납입 기한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기한

일 이후 최초의 평일이 납입 기한이 됩니다. 

 

 

 

 

 

 

 

 

 

 

 

 

세금 증명서 
각 구청 시세사무소, 각 지소ᆞ지역센터ᆞ시민 서

비스센터ᆞ시민 서비스 코너ᆞ연락소(다이얼 가이

드 참조) 

<증명의 종류와 수수료(1건)> 

종류 수수료 

시ᆞ현민세 소득ᆞ과세 증명 300엔(1년도 1건) 

고정자산 평가증명 300엔(1년도 5필) 

고정자산 공과증명 300엔(1년도 1필) 

납세증명 300엔(1년도 1세목) 

차량 검사용 납세증명(경차) 무료 

체납 없음 증명 600엔 

주택용 가옥증명 1,300엔 

신청에 필요한 것 

□본인이 창구에서 접수할 때는 청구자의 본인 확

인 서류(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대리인이 창구에서 접수할 때는 청구자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증명의 종류에 따라서는 청구 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 근거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의 세금 
●개인 시민세 
각 구청 시세사무소(다이얼 가이드 참조) 

시민세 특별징수=과세관리과 ☎086-803-1168 

개인의 시민세는 전년의 소득에 따라 현민세와 

합해 시ᆞ현민세로서 동시에 계산ᆞ과세됩니다. 

<납세 의무자> 
매년 1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가 있고 전년에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던 사람. 

※구내에 살고 있지 않아도 같은 구내에 사무소나 

사업소, 집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균등할이 과세됩니다. 

일본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

세 관리인을 정해 주시고 각 구 시세 사무소에 납

세 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액> 
일률적으로 과세되는 균등할과 소득에 따라 부

담하는 소득할로 계산됩니다. 

시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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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할액 연 5,500엔 

(시민세 3,500엔, 현민세 2,000엔) 

소득할액(소득 금액-소득 공제액)×세율-세액 공제 

<시ᆞ현민세 신고> 

전년에 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소득금액을 신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2월 16

일~3월 15일까지입니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

람은 불필요). 

※공적 연금등의 소득 또는 급여 소득만 있는 사

람은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의료비나 사회 보험료, 

생명 보험료등의 각종 공제를 더하려고 하는 경우

는 소득세의 확정신고 또는 시ᆞ현민세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납세 방법> 
▶급여소득과 관련된 것 

급여 지급자가 매월 급여에서 차감하여 납입하

는 방법(급여 특별징수) 

▶공적연금 등의 소득과 관련된 것 

공적연금 등의 납부자가 연금 지급월에 연금에

서 인출하여 납입하는 방법(연금 특별징수) 

▶급여소득ᆞ공적연금 등의 소득 외 관련된 것 

납세 통지서로 납부하는 방법.(보통징수) 

납부기한은 6월, 8월, 10월, 1월 각 월말 

▶급여소득이 있고, 공적연금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 특별징수가 되지만 예외로 급

여 특별징수와 보통징수로 세액을 나누어 징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징수는 계좌이체나 스마트폰 결제 앱을 통

한 납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세 
각 구청 시세사무소(다이얼 가이드 참조) 

상각자산=과세관리과☎086-803-1181 

<납세 의무자> 
매년 1월 1일 현재 시내에 토지ᆞ가옥ᆞ상각자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일본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

세 관리인을 정해 주시고 각 구 시세 사무소에 납

세 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납세 방법> 
 납세 통지서로 납부해 주십시오. 납부기한은 보

통 4월, 7월, 9월 각 월말, 12월 25일 / 4번.  

계좌이체나 스마트폰 결제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

합니다. 

 

<고정자산세 신고ᆞ신청>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오카야마 시내에 사업용 자산(상각자산)을 소유

하고 있을 때 

 매년 1월 1일 현재 상각자산 상황에 대해 과세

관리과에 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신

고 기한은 1월 31일. 

▶고정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 상속 등기

가 지연될 때 

▶가옥을 신축, 증ᆞ개축, 철거한 경우로 등기가 

늦어질 때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주택용지 추가 매입 등 주

택용지 사용면적에 변경이 있을 때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 관리인 등의 주소나 송

부처에 변경이 있을 때 

 

●경차세(종별 할인) 
각 구시세 사무소(다이얼 가이드 참조) 

<납세 의무자> 
 4월 1일 현재, 시내에 원동기 부착 자전거, 경

차, 소형 특수 자동차, 이륜 소형 자동차를 소유하

고 있는 사람. 

<납세 방법> 
 납세 통지서에서 납부해 주십시오. 

납부기한은 5월 31일. 계좌이체나 스마트폰 결제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 폐차, 명의 변경, 번호 변경, 주소 
변경 등의 신고처> 
▶원동기 장치 자전거ᆞ소형 특수 자동차 

각 구 시세사무소, 각 지소ᆞ지역센터(다이얼 가

이드 참조) 

▶ 경 삼륜ᆞ경 사륜 

경차검사협회 오카야마사무소 

(☎ 050-3816-3084 / 기타구 구메 177-3) 

▶경 이륜 

오카야마현 자동차정비 상공조합 

(오카야마현 자동차회관 내 16번 창구) 

(☎ 050-5540-2072 / 기타구 도미요시 5301-8) 

▶이륜 소형 자동차 

주고쿠 운수국 오카야마 운수지국 

(☎ 050-5540-2072 / 기타구 도미요시 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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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구인‧노동 상담 
 

명칭 내용 주소지‧전화번호 

하로와크 오카야마 
구직ᆞ구인 접수나 소개, 정보제공, 고용보험에 
관한 수속, 사업장의 각종 지원 

기타구 노다 1초메 1-20 
☎ 086-241-3222 

하로와크 사이다이지 
히가시구 고모토초 325-4 
☎ 086-942-3212 

하로와크 플라자 오카야마 구인정보 제공 및 취업 상담・취업소개 
기타구 혼마치 6-36 다이이치 센트럴빌딩 7층 
☎ 086-222-2900 

오카야마 
마자즈하로와크 

육아중인 분을 위한 구인 소개・상담・조언 
기타구 혼마치 6-36 다이이치 센트럴빌딩 7층 
☎ 086-222-2905 

오카야마 신졸업생 
응원 하로와크 

새롭게 대학・단기대・전문학교 등을 졸업한 
자, 미취업 졸업자(졸업 후 3년이내의 기졸자) 
구인정보, 취직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과 직업 
상담, 취업소개 

기타구 혼마치 6-36 다이이치 센트럴빌딩 7층 
☎ 086-222-2904 

오카야마  
청년 취업 지원센터 

실업자나 프리터 등의 청년들이 정규고용을 목
표로 하는 취업 활동을 지원 

기타구 혼마치 6-36 다이이치 센트럴빌딩 7층
☎ 086-236-1515 

오카야마  
사회약자 서포트 스테이션 

무직 상태의 사회약자의 자립을 도움 
기타구 노다야초 1초메 6-20 
세토우치빌딩Ⅱ 4층 
☎ 086-224-3038 

복지 잡&서포트&스페이스 
오카야마 오카야마시가 시행하는 생활・취업 상담과 하

로워크가 시행하는 직업 상담・직업 소개의 일
체의 지원 
 
대상자▷생활보호 수급자, 아동 부양 수당 수
급자, 주택 확보 지원 수급자 등 

기타구 시카타초 1초메 1-1 
오카야마시 보건복지회관 1층 
☎ 086-803-1239 

복지 잡&서포트&스페이스 
오카야마 나카 

나카구 아카사카혼마치 11-47  
나카구 복지사무소 내 
☎ 086-271-5144 

복지 잡&서포트&스페이스 
오카야마 미나미 

미나미구 후쿠다 690-1(미나미 후레아이센터) 
미나미구 복지사무소 내 
☎ 086-230-0311 

고령ᆞ장애ᆞ구직자 고용지
원기구 오카야마지부 
고령ᆞ장애자 업무과 

고령자, 장애자의 고용에 관한 상담, 원조, 지
원금 지급 
신청 접수, 장애자 고용 납부금 제도에 기초하
여 신고・신청 접수, 계발 

기타구 다나카 580 폴리텍센터 오카야마 내 
☎ 086-241-0166 

오카야마 장애자 직업센터 

취업과 직장 정착 등에 대하여 지원을 희망하
는 장애자, 장애자 채용에 관하여 지원을 희망
하는 사업주, 장애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관계
기관에 서비스 제공 

기타구 나카산게 1초메 8‐45 
NTT크레도 오카야마 빌딩 17층 
☎ 086-235-0830 

오카야마  
장애자 취업・생활지원센터 

장애자의 취업 상담, 복지시설 등의 취업 훈련, 
자립 생활 훈련 실시 
직장 실습 알선 

기타구 기온 866 
☎ 086-275-5697 

오카야마 노동국 
종합 노동상담 코너 

노동조건, 왕따・괴롭힘, 모집・채용 등, 노동문
제에 관한 노동자, 사업주로부터의 상담 

기타구 시모이시이 1초메 4-1 
오카야마 제2 합동청사 3층 
☎ 086-225-2017 

오카야마 
종합 노동상담 코너 

기타구 다이쿠 2초메 11-20 
오카야마 노동 기준 감독서 내 
☎ 086-283-4540 

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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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에 대한 조성 
산업정책과 

기업 입지 추진 담당 ☎086-803-1328 

이하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

족해야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 보조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 등이 상이함으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업> 

①공장, 연구소의 신/증설 

②물류시설의 신/증설 

③창업개시 후 10년이 경과한 기존 공장에 대한 

재투자 

④본사, 본사기능, 중서부 지방 지점 등의 신/증

설 

⑤ITᆞ디지털콘텐츠 분야 사업소의 신/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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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광 
●관광진흥과 ☎086-803-1332 
프로모션・MICE 진흥과 ☎086-803-1333 
 시내에는 고라쿠엔, 오카야마성을 시작으로 미
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이 집중하고 있는「컬
쳐 존」과 기비츠신사, 진야초 아시모리의 경관 등 
역사・문화적 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기비지」 등 
매력적인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다이
지 에요우(벌거숭이 축제)와 오카야마 모모타로 
축제, 오카야마 국제 음악제를 시작으로 하는 이
벤트 등 전국에 자랑하는 지역, 문화 자원이 풍부
합니다. 또, 관광 자원봉사의 육성과 관광지의 미
화추진 등을 지원해 방문하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
을 수 있는 지역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카야마시 모모타로 관광센터 
☎086-222-2912 
JR 오카야마역 2층 신칸센 개찰구 우측 
(기타구 에키모토마치1-1) 
 오카야마시, 현내 시정촌, 중서부 지역 등의  
각종 관광 팸플릿과 관광 상담도 합니다.  
영업시간 : 9시~20시(연중무휴) 
전자메일/momotaro@okayama-kanko.net 
 
●(공사)오카야마 관광컨벤션 협회 
☎086-227-0015 
기타구 고세이초 3초메 1-15 
오카야마상공회의소 6층 

관광이나 컨벤션 상담, 컨벤션 개최 사업 보조
금의 교부, 행사장의 우선적 확보, 각종 관광 팸
플릿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협회 홈페이지
는 오카야마의 특별한 정보나 관광정보를 기재하
고 있어 메일 매거진 회원으로 등록하면 매월 정
보를 제공합니다. 
(공사)오카야마 관광 컨벤션 협회 웹사이트 
http://okayama-kanko.net/ 
 

국제 교류 
국제과 ☎086-803-1112 / FAX 086-225-5408 

국제우호 교류도시, 지역 등의 교류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홈스테이 사업과 시민 방문단 파견, 맞
이사업을 기획, 실시해 시민 여러분들의 국제 이
해 촉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호 교류 살롱 
☎086-234-5882 / FAX 086-234-5878 
기타구 사이와이초 10-16  
(니시가와 아이플라자 4층) 
개관시간 : 화～금 10시～20시 
        토～일  10시～18시 
휴관일 : 월요일, 매월 제2주 일요일, 공휴일(공휴
일이 휴관일일 경우 다음날도), 연말연시 
 외국인에게 생활정보나 일본인들과 외국인들의 
부담 없이 교류 가능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회화교실, 일본어교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의 
외국어 회화교실 외에도 외국인 시민을 위한 일본
어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 어울림(후레아이) 강연회, 일본문화 
・다문화 체험 교류회〉 
 여러나라 분들로부터 그 나라의 생활과 문화에 
관해서 배우는「국제 교류 어울림 강연회」와 외국
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의 교류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일본 문화 체험 교류회」를 개최합니다. 
 
〈다언어 생활 정보지 「아쿠라」〉 
 지역 이벤트 등 전통 문화, 오카야마의 저명인
사 등 외국인 시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일
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로 1월, 4월, 7월, 10월 연 4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통역・번역 자원봉사〉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시민분들께서 자원봉사자
로 등록해 주시면 희망자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
니다. 
 
<홈스테이・홈비짓 자원봉사〉 
 가족 전원의 양해를 얻은 자원봉사 등록 가정을
홈스테이・홈비짓을 희망하는 오카야마 방문 외국
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소개 자원봉사〉 
 외국인에게 일본 문화, 외국문화의 대한 소개나 
일본어 지도 등이 가능한 분을 등록 받아 희망자
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움과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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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 가이드                                ※국번「086」 

 

명칭 주소 전화번호 

기타(북)구   

(기타(북)구청)   

시민보험연금과 기타구 다이쿠 1초메 1-1  

 복지 총무 담당 803-1118 

 증명 담당 803-1120 

  우편물 청구 803-1121 

 호적 담당 803-1123 

 주민 기록 담당 803-1125 

 국민건강보험연금 담당 803-1130 

(지소・지역센터 등)   

미쓰 지소 기타구 미쓰 가나가와 1020 724-1111 

다케베 지소 기타구 다케베초 후쿠와타리 489 722-1111 

이치노미야 지역센터 기타구 이치노미야 553-1 284-0501 

쓰다카 지역센터 기타구 가이타니 1682 294-2411 

다카마쓰 지역센터 
기타구 다카마쓰 하라코사이  

247 
287-3731 

기비 지역센터 기타구 니와세 416 293-1111 

아시모리 지역센터 기타구 아시모리 718 295-1111 

텐마야 지하  

시민서비스코너 

기타구 오모테초 2초메  

텐마야 지하 8 
226-8288 

(시세 사무소)   

기타구 시세 사무소 기타구 다이쿠 1초메 2-3  

 관리 담당 803-1175 

 시민세 제1~2 담당 803-1176,1177 

 자산세 토지 담당 803-1188 

 자산세 가옥 제1~2 담당 803-1179,1180 

(복지사무소)   

기타구 주오 복지사무소 기타구 시카타초 1초메 1-1  

  복지 진흥 제1~2 담당 803-1209 

  생활 복지 제1~6 담당 
803-1210～2 

1214,1252,1253 

  개호(간호)서비스 담당 803-1213 

  지역 아동 상담 센터 803-1824 

기타구 기타 복지사무소 기타구 다니만나리 2초메 6-33  

  복지 진흥 담당 251-6530 

  생활 복지 담당 251-6531 

  개호(간호)서비스 담당 251-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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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아동 상담 센터 251-6521 

(보건센터)   

기타구 주오 보건센터 기타구 시카타 1초메 1-1 803-1265 

기타구 기타 보건센터 기타구 다니만나리 2초메 6-33 251-6515 

기타구 기타 보건센터 미쓰, 

다케베 분관(다케베 지소 내) 

기타구 다케베초 후쿠와타리 

489 
722-1114 

장애자 생활 지원 센터 기타구 다케베초 후쿠와타리 834-2 722-5200 

나카(중)구   

(나카(중)구청)   

시민보험연금과 나카구 하마 3초메 7-15  

 복지 총무 담당 901-1615 

 시민 담당 901-1616 

 국민연금담당 901-1617 

(지소・지역센터 등)   

도미야마 지역센터 나카구 마루야마 115-1 277-7211 

오카야마 후레아이센터 

시민 서비스코너 
나카구 구와노 715-2 277-7251 

히가시오카야마 

시민 서비스코너 
나카구 다카야 174 272-0034 

나카구 복지사무소 내 

시민 서비스코너 
나카구 아카사카혼마치 11-47 272-8191 

(시세 사무소)   

나카구 시세 사무소 나카구 하마 3초메 7-15  

 관리 담당 901-1608 

 시민세 담당 901-1609 

 자산세 토지 담당 901-1610 

 자산세 가옥 담당 901-1611 

(복지사무소)   

나카구 복지사무소 나카구 아카사카혼마치 11-47  

 복지 진흥 담당 901-1231 

  생활 복지 제1~4 담당 901-1232 

 개호(간호)서비스 담당 901-1233 

  지역 아동 상담 센터 901-1234 

(보건센터)   

나카구 보건센터 나카구 구와노 715-2 274-5164 

히가시(동)구   

(히가시(동)구청)   

시민보험연금과 
히가시구 사이다이지 미나미  

1초메 2-4 
 

 복지 총무 담당 94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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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담당 944-5018 

 국민연금 담당 944-5022 

   

(지소・지역센터 등)   

세토지소 히가시구 세토초 세토 45 952-1111 

조토 지역센터 

히가시구 나라바라 466 

(2021년 12월(예정)부터 히가시

구 히가시 히라지마 191) 

297-4211 

고즈 시민 서비스센터 히가시구 구로가네 113-1 279-0016 

아사히 시민 서비스센터 히가시구 니시카타오카 67 947-0010 

만토미 서비스코너 히가시구 세토초 만토미 257 953-0610 

(시세 사무소)   

히가시구 시세 사무소 
히가시구 사이다이지 미나미 

1초메 2-4 
 

 관리 담당 944-5010 

 시민세 담당 944-5011 

 자산세 토지 담당 944-5012 

 자산세 가옥 담당 944-5014 

(복지사무소)   

히가시구 복지사무소 

 

히가시구 사이다이지 나카2초메 

16-33 
 

 복지 진흥 담당 944-1822 

  생활 복지 담당 944-1884 

 개호(간호)서비스 담당 944-1885 

  지역 아동 상담 센터 944-0131 

(보건센터)   

히가시구 보건센터 
히가시구 사이다이지 나카노혼

마치 4-5 
943-3210 

미나미구   

미나미(남)구청   

시민보험연금과 
미나미구 우라야스 

미나미마치495-5 
 

 복지 총무 담당 902-3515 

 시민 담당 902-3516 

 국민 연금 담당 902-3517 

(지소・지역센터 등)   

나다사키 지소 미나미구 가타오카 207 363-5201 

세노 지역센터 미나미구 미시마 1024-8 282-3121 

후쿠다 지역센터 미나미구 고신덴 1186 28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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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 지역센터 

미나미구 나카우네 593 

(2022년 5월(예정)까지 임시청사

(고조 공민관 부지내ᆞ미나미구 

나카우네 589-1)) 

298-3131 

후지타 지역센터 미나미구 후지타 508 296-2221 

고지마 지역센터 미나미구 기타우라 716 267-2231 

후쿠하마 지역센터 
미아미구 후쿠토미나카1초메16-
22 265-4181 

(시세 사무소)   

미나미구 시세 사무소 
미나미구 우라야스 미나미마치 

495-5 
 

 관리 담당 902-3510 

 시민세 담당 902-3511 

 자산세 토지 담당 902-3512 

 자산세 가옥 담당 902-3513 

(복지 사무소)   

미나미구 니시 복지사무소 미나미구 세노880-1  

  복지 진흥과 

281-9620   생활 복지 담당 

  개호(간호)서비스 담당 

  지역 아동 상담 센터 281-9652 

미나미구 복지사무소 미나미구 후쿠다 690-1  

  복지 진흥과 230-0321 

  생활 복지 담당 230-0322 

  개호(간호)서비스 담당 230-0323 

  지역 아동 상담 센터 261-7127 

(보건 센터)   

미나미구 니시 보건센터 미나미구 세노 880-1 281-9625 

미나미구 미나미 보건센터 미나미구 후쿠다 690-1 261-7051 

 발행 2021    최종조정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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