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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２．국민건강보험  
 

일본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분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병이나 부상에 대비해 평소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여 만일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 보조에 충당하여 가입자 모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 하는 

상호부조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무처에서 가입하는 건강보험(사회보험)과 거주하는 시(市
し

),  

정( 町
ちょう

), 촌(村
そん

)에서 가입하는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에게는 

국민건강보험 피 보험자증(보험증)을 배부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의 창구에서 보험증을 보여주십시오. 

보험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잘 보관해 주십시오. 

A．국민건강보험  가입할  때  

후지사와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외국인 주민（재류 자격이 ３개월 이상 있는 분） 이 근무처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지사와시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할 때 필요한 것 신고처 

다른 시정춘(시읍면)에서 

후지사와시에 이사왔을 때 

□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 전출증명서 

시민 창구센터 

(시청 본청사 1 층) 

각 시민센터 

근무처(회사 등) 퇴직했을 

때 

(회사의 사회보험을 

탈퇴했을 때) 

□신청자 본인 확인 가능 서류 

(재류카드 등) 

□「사회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회사가 발행해 주는 서류입니다 

□ 마이넘버카드(가지고 계신 분만) 

보험연금과 

(시청 본청사 1 층 

각 시민센터 

 

B．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할  때  

후지사와시 국민건강보험은 후지사와시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후지사와시의 보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증을 반환하고 보험료를 정산하는 수속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 신고할 때 필요한 것 신고처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 후지사와시의 보험증 

□ 근무처의 사회보험증 

□ 마이넘버카드(가지고 계신 분만） 

보험연금과 창구 

(시청 본청사 1 층) 

각 시민센터 

후지사와시에서 다른 

시정춘으로 이사갈 때 

□후지사와시의 보험증 

□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시민창구센터 

(시청 본청사 1 층) 

각 시민센터 출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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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국민건강보험  

  

C．시내에서  주소를  변경했을  때  
 

이런 경우 신고할 때 필요한 것 신고처 

후지사와시내에서 이사했을 때 

 

□후지사와시의 보험증 

(국민보험에 가입하는가족 전원)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시민창구센터  

(시청 본청사 1 층 

각 시민센터 

Ｄ．재류자격이나 재류기한이 변경했을 때 

외국인 주민으로 후지사와시의 보험증의 유효기한이 재류카드의 재류기한과 같은 분은  

재류카드를 갱신했을 경우에는 후지사와시의 보험증을 변경하는 수속을 하십시오. 

이런 경우 신고할 때 필요한 것 신고처 

재류카드를 갱신했을 때 

□ 후지사와시의 보험증 

□ 재류카드 

□ 여권 

・보험연금과 창구 

(시청 본청사 1 층) 

・각 시민센터 

E．보험료의  납부  

국민간강보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달부터 발생합니다. 보헙료는 가입자 수나 소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 지불을 위한 납부서는 접수한 달의 다음달에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보냅드립니다. 납부서를 받은 후 납부서에 기입한 금액을 납입하십시오. 

＜납부 방법＞ 

1. 계좌이체 

은행 또는 인터넷에서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하거나 시청, 시민센터에 있는 「계좌이체 

의뢰서」를 시청에 제출합니다. 매달 납입 시기를 놓칠 걱정이 없는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기에 

권해드립니다. 

2. ・창구（은행・편의점・시청・시민센터의 창구에서 돈을 지불합니다） 

・PayPay・LINE Pay（납부서에 있는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후 지불합니다） 

・ Pay-easy（스마트폰，PC，계좌송금 기능 있는 ＡＴＭ에서 전자결제 서비스를 사옹해 

납입합니다） 

 ・신용카드（스마트폰，PC 를 사용해 납입합니다. 수수료가 발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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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각종  급부에  관해서  

◆출산 육아 일시금 ４２만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 시「출산 육아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접 지불제도를 이용할 경우 

후지사와시가 의료기관에 직접 출산 육아 일시금을 지불합니다. 

자세한 것은 출산 예정인 의료기관에 문의하십시오.  

(2) 직접 지불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출산 후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것 신고처 

□합의문서（직접 지불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 

□ 출산 비용 명세서    □ 보험증 

□ 인감          □ 예금통장 

시청 본청사 1 층 보험연금과 창구 

각 시민센터 

※출산날의 다음 날부터 2 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수령 대리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의주십시오. 

◆장례비  ５만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식을 한 분(상주)에게 「장레비」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장례식을 마친 후 시청 본청사 1 층 보험연금과 창구 또는 각 시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보험증・예금통장・조문 답례인사장 또는 장레식장 영수증・창구에 오신 분의 본인  

확인서류 (마이 넘버 카드, 재류카드 등)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 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주의하십시오. 

◆고액 의료비 

입원이나 수술 등으로 인해 한 달에 병원에 지불한 돈이 고액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고액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입원이나 수술 후 3 개월  

정도 지나면 후지사와시로부터 관련서류를 보내드립니다. 서류를 받으면 이름롸 주소,  

이체를 희망하는 계좌를 기입해 서류를 시청 본청사 1 층 보험연금과 창구 또는 각 시민센터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 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위하십시오. 

◆
しかく

의료비 

갑작스러운 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갔을 때 보험증을 보여주지 못해 병원에 치료비를  

전액 지불했을 때 나중에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청 본청사 1 층 보험연금과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 병원에서 받은 레셉트(의료 수가  

청구서), 보험증, 은행의 통장 또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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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의료기관（병원  등）에  갈  때  

의료기관（병원 등）에 갈 때는 꼭 국민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창구에 보여 주십시오.  

국민민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비（보험 진료분）중의 30％（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는  

20％, 70 세 이상인 경우에는 20% 및 30％）를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건강검진, 예방주사（예방접종）,정상적인 임신・출산, 특수한 치과 치료 등, 내용에 따라  

자가부담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문의주십시오. 

≪ 문의（일본어）≫  

보험연금과    ☎ 0466-50-3520 

 

H．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검진 

31 세～39 세의 헬스체크 건강검진과 40 세～74 세의 코크호（こくほ：국민건강보험 / 특정한）건강검 

진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수진권을 발송합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수진하십시오. 

 

≪문의 （일본어）≫ 

건강만들기과         

후지사와보건소 남(南)보건센터１층 

주소 후지사와시 구게누마 2131-1 TEL 0466-21-7344 

 

 

메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