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外から転入された方へ（韓国語）
H30.12.1 작성

시외에서 전입해 오신 분께（안내）

고베 시외에서 전입하실 경우에는「전출증명서」와 운전면허증(주소는 구 주소지)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인감을 지참하시고, 거주지의 구약소 시민과에서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외국인 주민의 경우는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 신고를 제출하신 후, 그 세대가 아래의 제도에 해당되시는 분은,
각각의 창구에서 수속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해당 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구약소 총무부・보건복지부・시세사무소, 기타스마 지소 시민과・보건복지과＞
내
용
제 도
창 구
인감등록

전 주소지에서 등록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필요에 따라 새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교부

개인번호카드를 지니신 분은 주민표나 인감등록증명서를 편의점등에 설치되어 있는
복합복사기로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5 세 미만인 분은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통지카드

개인번호 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카드

전자증명서
재류 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통지카드를 지참해주세요. 새로운 주소를 뒷면에 기재합니다.
전입 전 에 발행한 카드는, 전입신고를 마친 후 90 일 이내에 카드를 지참하고
계속이용수속(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함)을 밟으면 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의 추가 기재란에 새로운 주소를 기재합니다.
※ 전입일로부터 14 일이 경과한 다음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출 예정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다음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카드를 계속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이전 주소로 개인번호 카드를 신청한 경우,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창구에서
상담해주세요.

시민과

서명용은 주소의 변경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필요에 따라 새롭게
신청해 주세요. 이용자 증명용은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기본대장카드에는 새롭게 전자증명서를 탑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주민분은 재류 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구: 외국인등록증명서를
포함)를 반드시 지참해주세요. 새로운 주소를 뒷면에 기재합니다.
전입한 시점에서, 어느 형태로든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 또는 가입이
불가능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 다니고
계신 분은 반드시 변경된 건강보험 내용을 병원에 연락해 주십시오.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세대주가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문서는 모두 세대주 앞으로
됩니다. 만 70 세이상 75 세미만인 분께는「고령수급자증」을 보험증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제 1 호 피보험자（자영업자, 학생 등） 및 임의가입피보험자는 전입수속을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3 호 피보험자（샐러리맨의 아내등）는, 전입 수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배우자의
사업주를 통해 주소변경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 20 세～60 세로,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 연금(후생연금, 공제연금 ・ 국민연금 제 3 호
피보험자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분은, 국민연금(제 1 호 피보험자)가입 신고를 해주십시오.
개인번호카드 또는 통지카드(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연금수첩)와현재까지의 연금 상실일을 알 수 있는
것을 지참해 주십시오.

국보
연금계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의 활용에 의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분의 주소변경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일부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신고 필요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일본연금기구연금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신고가 필요하신 분은「주소변경신고서」용지(엽서 형태)를 배포하므로
말씀해 주십시오）
・노령복지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분은 창구에 신고해 주십시오.
고령기이행자
의료비 조성

어느 형태로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65 세～69 세의 노인 분께는 의료비
자기부담액 일부를 조성해 드립니다. 단, 소득제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호의료계
창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복지의료)

개호 보험

개호의료계
(개호보험:
자격등)
↓
안심건강계
(개호보험:
인정)

이전 주거지에서 이어서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전입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자격취득수속 및 인정신청수속을 해 주십시오. 이전 주거지에서 전출할
때
교부받은「수급자격증명서」를 지니신 분은제출해 주십시오.
※ 인정신청을 행하지 않고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 전액 자기부담이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피보험자증은 65 세 이상인 분께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단 시설에 입소하신 분은 시설
종류에 따라 이전 주소지의 가입자가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후기고령자의료

만 75 세 이상 또는 65 세 이상의 일정 장애가 있어 인정을 받은분께
후기고령자피보험자증을 자택으로 송부합니다. 현 외의 타지역
시쵸무라에서 전입해 오신 분으로, 전출시에 교부된「부담구분등증명서」를
지니신 분은 제출해 주십시오.

개호의료계
(후기고령자의료)

경로우대승차증

만 70 세 이상인 분께 시버스・시영지하철・시내민영버스 등의 우대승차증을
교부합니다. 수속 후 대략 6 주 뒤에 주민등록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건강복지과
(보건복지과)

장애자 복지

・신체장애자수첩・요육수첩・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복지승차증 등

건강복지과
(보건복지과)

어린이
의료비 조성

어느 형태든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중학교 3 학년까지（15 세 도달
연도말까지）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는 분께 어린이 의료비 자기부담금 일부를
조성해 드립니다（0 ~ 2세 아동은 자기부담금 전액을 조성합니다）.
※보험증과 소득・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해 주십시오.

중도(重度)(고도중도)
장애자 의료비조성

어느 형태로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중도장애를 지닌 분에
대한（다음 사항의 어딘가에 해당되는 분）의료비 자기부담금 일부를 조성해
드립니다.（신체장애자수첩 1,2 급・중도(重度)의 지적장애・ 신체장애자수첩 3 급으로
중도(中度)의 지적장애와 중복장애를 지닌 분・ 신체장애자수첩 3 급의 내부장애를
지닌 분・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 1 급）단,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보험증과 소득・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한부모 가정등
의료비조성

어느 형태로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으로, 모자가정의 모 및 아동・부자가정의
부 및 아동・
부 및 모가 없는 아동의 의료비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조성해 드립니다. 단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보험증과 소득 ・ 과세증명서, 한부모 가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임부건강검진・
산부건강검
진공비조성

예방접종권
영유아건강검진
(乳幼児健康診査)

고정자산세

개호의료계
(복지의료)

・아동수당［중학교 3 학년까지（15 세 도달 연도의 연도말까지）］
※대상 아동이 전입을 하는 경우 외에, 수급을 받고 있는 보호자만이 전입할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 주소지의 전출 예정일 다음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고해
주십시오.
・아동부양수당［18 세 도달 연도의 연도말까지（단, 특별아동부양수당수급아동은 20
어린이
세까지）・소득제한 있음］
가정지원과
※세대 일부의 전입,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전입할 경우 모두 신고가
(보건복지과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등은 문의해 주십시오.
・
임부검진 및 산후 검진비용에 관해 공비조성을 행하고 있습니다. 고베시의 수진권은 교부후
검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전입수속을 한 후 아동보건계에 들러주십시오
모자건강수첩, 전자치체에서 교부받은 수진권을 지참해 주십시오. ※전입일 이후는
전자치체의 수진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접종의 예방접종권을 교부하므로 모자건강수첩을 지참해 주십시오.
・4 개월아, 9 개월아, 만 1 세 6 개월아, 만 3 세아를 대상으로 유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이 전입한 경우는 시민과에서 전입수속을 한 후
모자건강수첩을 지참하여 아동보건계에 들러 주십시오.
시내에 고정자산(토지・가옥)을 지니고 계신분은 고정자산세 담당계에 알려
주십시오.

수속은 전입하시는 구약소・지소에서 밟아 주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구약소・지소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 창구

히가시나다쿠☎841-4131
나다쿠☎843-7001
쥬오쿠☎232-4411
효고쿠☎511-2111
나다쿠☎579-2311
스마쿠☎731-4341 기타스마지소☎793-1212
다루미쿠☎708-5151

기타쿠☎593-1111
니시쿠☎929-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