９.

국민건강보험은 반드시 수속이 필요합니다.

가입 수속
（１） 입국했을 때
재류 카드 혹은 여권
（２） 전입했을 때
전출 증명서, 재류 카드 혹은 여권
（３） 회사의 건강보험을 탈퇴했을 때
회사의 건강보험 탈퇴 증명, 재류 카드 혹은 여권
탈퇴 수속
（１） 출국（전출）할 때

국민건강 보험증, 재류 카드 혹은 여권

（２）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회사의 건강 보험증, 국민건강 보험증
※국민건강보험 탈퇴 때까지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는

각 구청 보험연금과 연락처
주

오

구

●

中 央 区

●

花見川区

●

稲 毛 区

●

若 葉 区

●

緑

●

美 浜 区

하나미가와 구

이 나 게

구

와 카 바

구

미 도 리

미 하 마

구

区
구

아래 연락처로
주오구

주오

TEL

043-221-2131

中央区中央３－10－８

TEL

043-275-6255

花見川区瑞穂１－１

TEL

043-284-6119

稲毛区穴川４－１２－１

TEL

043-233-8131

若葉区桜木北２－１－１

TEL

043-292-8119

TEL

043-270-3131

하나미가와 구

미즈호

아나게구 아나가와

와가바 구 사쿠라기 기타

미도리구 오

유

미

노

緑区おゆみ野３－１５－３
미하마 구 마사고

美浜区真砂５－１５－１

１.

국민건강보험이란

일본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의료비 일부를 부담(원칙 30%)하는 것만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이러한 제도의 중심으로,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
외에는, 주소지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４.

보험료는 전년도의 소득에 따라 계산하므로, 소득 신고를 잊지 마십시오. 전년도의
소득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５.
２.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의무입니다.

소득 신고를 잊지 마십시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증이 교부됩니다.

보험증은 카드식으로 가입자 한 명에 1 장씩 부여됩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보험증을 제시하십시오.

2012 년 7 월에 외국인에 관한 법률이 바꿨습니다.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가입 조건도
바꿨습니다. 3 개월을 넘는 재류 기간이 결정된 외국인 주민은 주민표에 등록되어,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분
（１）재류
（２）재류
하는
（３）회사
（４）생활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분
자격이 ‘단기 체재’ 혹은 의료혜택을 받는 활동 또는 의료 활동을
사람의 일상생활을 돕는 사람
등의 건강 보험에 가입한 사람
보호 대상자

６.

지바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40 세부터 75 세인 분은, 500 엔으로 특정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병 예방을 위해 일 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읍시다. 검진권은 매해 5 월 중순경에 대상자에서 발송됩니다.
아울러, 년도 도중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검진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 보험과 (전화 043-245-5146)으로 연락하십시오.

７.
※
※

３.

재류 기간이 3 개월 이하라도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 장소에서 확인하십시오.
75 세 이상인 분은,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합니다.

특정 건강진단을 받읍시다!

해외 요양비 신청 시의 주의 사항!

해외 요양비 신청을 할 때는 검진받은 병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십시오. 해외 요양비 심사 때에는 여권으로 도항 경력을 확인하거나 현지 병원에서의
검진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 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나 진료 목적으로 도항하는 경우에는
해외 요양비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 지불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듭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의료비 일부를 충당하는 것으로, 병원에서의 지불

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지불 기한 내에 내시기 바랍니다.
지불이 늦으면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체납이 계속되면 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의 지불 방법은, 원칙적으로 계좌 이체입니다.

보험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치료비를 싸게 하려고 병원을 속여 타인의 보험증을 사용하는 부정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최고 10 년 징역을 받게 되고, 이것은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도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타인의 보험증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보다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 ‘징역’이란, 교도소에 수용되어 강제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