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語版佐世保市くらしの便利帳

한국어판 사세보시생활가이드

5

韓国語版佐世保市くらしの便利帳

한국어판 사세보시생활가이드

아름다운 지구와

생활환경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환경
◎ 쓰레기 분리 수거 (자세한 사항은 쓰레기 배출 달력의 분별표 참조)
⇒ 폐기물감량추진과 Tel 32-2428
◎ 대형쓰레기 수거

⇒ 대형쓰레기 접수센터 Tel 46-5300

수집원이 세대별로 찾아가서 수거합니다.
(쓰레기장에 버릴 수 없음) 가까운 마트
및 편의점에서(일부 점포 제외)「대형쓰레
※ 시에서 지정한 휴일 및 수요일 외에
기 처리권」을 구입하여 주십시오.
매일 수거합니다(일요일도 수거일에 포함됨).
(소형500엔·중형1,000엔·대형1,500엔)
대형쓰레기란?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중 시에서 지정한 45리터 “종량제
봉투(폭 65cm, 길이 80cm)에 들어가지 않으며, 60kg을 넘지 않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접수는 전화로만 받고 있습니다.
(접수시간) 월~금 8:30~17:00
(전화번호) 46-5300

◎ 임시쓰레기처리 ⇒ 서부클리닝센터 Tel 47-5202
동부클리닝센터 Tel 31-3815
○ 이사, 대청소 등으로 인하여 임시적으로 많은 쓰레기가 나온 경우에는 시가
허가한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업자에게 의뢰하거나, 서부 ・ 동부클리닝센터에
직접 반입하여 주십시오. 이 경우“타는 쓰레기”,“타지 않는 쓰레기”,“재
활용 쓰레기”로 분별하여 주십시오.
○ 직접 반입하시는 경우의 수수료는
① 사세보시 지정 쓰레기종량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50kg까지 450엔이며
50kg을 넘는 경우 10kg마다 90엔이 가산됩니다.
② 시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봉투에 넣어서 반입할 경우는 무료입니다.
③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에는 일반 봉투를 사용하여도 무료로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봉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 반입 접수는 월요일~토요일 8시 30분~12시, 13시~17시입니다.
◎ 동물 사체 처리 ⇒ 폐기물감량추진과 Tel 32-2428
○ 주인을 알 수 없는 개나 고양이 등의 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감량추진과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키우고 있던 개나 고양이가 죽은 경우에는 폐기물감량추진과에 수거를 의뢰하
거나 환경센터, 서부클리닝센터, 동부클리닝센터에 반입하여 주십시오.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의 처리 수수료
한 마리당

610엔

시에 수거를 의뢰할 경우 610엔 입니다.

한 마리당

200엔

환경센터, 서부클리닝센터, 동부클리닝센터에 직접
반입할 경우 200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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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금, 보조금 ⇒ 폐기물감량추진과 Tel 32-2438
자원집단회수보장금
1Kg 당
(병은 1병당)

5엔

폐지, 알루미늄 캔, 철 캔, 맥주・소주・청주병, 간장
병 등은 가정에서 분별한 후 초(町)단위의 단체 회수
일에 맞추어 배출합시다.

쓰레기장 정비 보조금
초나이카이(町內會)등에서 쓰레기장
타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쓰레기장의 경우
을 정비하고자 계획하시는 경우,
최고 5만엔까지.
사전에 폐기물감량추진과와 상담해
타지 않는 쓰레기・재활용 쓰레기장의
주십시오.
경우 최고 40만엔까지.
어느 쪽도 보조율은 총 경비의 2/3이지만
산출액이 1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분뇨 수거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분료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 및 폐지, 그 외의
문의 사항은 살고 계신 지역을 담당하는 수거 회사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사세보강의 사세보다리에서 마쓰우라, 나키리거리를 경계로 한 북부 지역
(통합된 지역은 제외)
→ 사세보청소주식회사 Tel 24－5059
○ 사세보강의 사세보다리에서 마쓰우라∙ 나키리거리를 경계로 한 남부 지역
→ (주)겐호쿠위생사 Tel 31－4277
○ 요시이, 고사자, 에무카에, 시카마치 지역
→ (유)신호쿠쇼위생회사 Tel 65－2766
○ 세치바루 지역
→ (유)요시이환경위생설비공업 Tel 76－2351
○ 우쿠지역
→ (유)우쿠청소 Tel 0959－57－2105
◎ 정화조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정화조설치신고”가 필요합니다. 설치 후에는 정화조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침과 청소, 연 1회의 법정 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점검에 관한 문의처
⇒ 환경부 환경보전과 Tel 26-1787
○ 건축확인신청이 필요한 신축 및 증개축 공사 중에 정화조 설치를 신고할 경우
⇒ 도시정비부 건축지도과
○ 하수도처리구역과 집락배수처리시설의 배수구역 외의 지역에 정화조를 설치할 경
우 보조금이 나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환경보전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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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에 대한 민원
공장 및 심야의 소음, 악취, 대기오염(분진 및 매연), 수질오염(공장 배수) 등으
로 불편을 겪으실 경우 환경보전과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물 ◆
◎ 급수 설비에 관한 신고
급수 설비의 사용 개시일 및 중지일 3일 전까지 전화하여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건물을 해체하고 급수시설을 폐지할 경우
○ 사세보시로 이사했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당분간 급수 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급수 설비 사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전화하실 때에는 수도요금청구서 등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 수도국 Tel 24-1151(대표전화)
◎ 수도 공사 시의 주의점
건물 신축 및 증개축을 할 경우 사세보시에서 지정한 급수장치공사사업자(이하 「
지정공사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과 지하수관의 접속은 금지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과 급수장비계
◎ 누수에 대하여
○ 도로에서 누수를 발견한 경우
수도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수도꼭지 및 택지 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아파트, 맨션 포함)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꼭지 사이의 옥내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리 요금은 소유
자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지정공사점으로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영주택 및 현영주택 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시영주택의 경우 사세보시청 주택과(Tel 24-1111)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현영주택의 경우 나가사키 주택공급공사 사세보사무소(Tel 22-9612)로 연락하
여 주십시오.
○ 그 외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도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수도 계량기에서 누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평상시와 비교해 너무 많이 청구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집안의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수도계량기의 파일럿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수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파일럿이 회전하고 있다면
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바로 아래 사업자에게 연
락하여 점검, 수리하여 주십시오. 가정용과 영업용은
연락처가 각각 다르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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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명

점검비용

수리비용

일반가정의 경우
사세보상하수도관공사센터
Tel 24-6362
※일요일 및 공휴일은 쉽니다

무료
유료
※요시이, 세치바루, 고사자,
(점검은 낮시간)
(사용자 부담)
에무카에, 시카마치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은 사세보상하수도관공사
센터 북부 영업소(Tel 64-2527)
※일요일・공휴일은 쉽니다
※우쿠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은 우쿠영업소(℡0959-57-314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영업용의 경우
지정공사점

유료

유료
(사용자 부담)

◎ 누수로 인한 수도세 감면
수도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의 누수는 소유자가 지정공사점에 의뢰하여 점검 및
수리하여 주십시오. 수리가 완료된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소정의 수도요
금을 감면하여 드립니다.
⇒ 영업과
◎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2 개월 요금 요율표(발췌)
단위：수량(㎥)、요금・사용료(円)세금포함

수량
0～10
11～20
25
30
35
40
45
50

수도요금
1,814
3,116
4,339
5,562
6,786
8,009
9,337
10,665

하수도사용료

1,497
1,948
2,636
3,324
4,012
4,699
5,539
6,379

합계
3,311
5,064
6,975
8,886
10,798
12,708
14,876
17,044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이용하시면 간편합니다.

⇒ 영업과

◎ 하수도에의 접속 공사
공공하수도에 접속・개조공사는 사세보시 하수도 배수설비지정공사점을 통하여
공사하여 주십시오.
⇒하수도사업과 하수도유지계
◎ 수세식 화장실 개조시 차입금의 이자 보급 제도
공공하수도에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의 개조시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비용을 차입한 경우
완전 변제시 이자를 보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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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60만엔 이내로 상환기간 5년 이내인 차입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자 보금액은 1가구당 5만엔 이내입니다.
⇒하수도사업과 하수도보급촉진계
◎ 하수도사업 수익자 부담금 ⇒ 수도국 영업과
공공하수도 대상지역이 되면 그 지역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년 동안 6회(에무카에 부담 지역에서는 36회)로 나누어 납부
합니다.
◆ 애완동물(개, 고양이) ◆
◎ 개나 고양이를 기를 경우 ⇒ 생활위생과
애완동물을 기를 때에는 애정을 가지고 보살핍시다.
● 산책 중에 애완동물이 배설하였을 경우 배변 봉투 등에 담아 처리합시다.
● 유기견, 유기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성화 수술을 시킵시다. 가까운 동
물병원에서 상담하여 주십시오.
● 개를 방치하여 기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가 일
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애견에게는 목줄과 함께 감정서 및 예방접종증명표를 달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개나 고양이는 주인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아 줍시다.
● 개나 고양이를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절대 유기하지 말고 책임감
을 가지고 새 주인을 찾아 주십시오. 어떻게 해도 새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생활위생과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 애견 등록과 광견병 예방주사 ⇒ 생활위생과
● 애견 등록・・・・・태어나서 한 번.
생활위생과 외에도 예방주사 접종 회장 및 사세보시내・
사자초의 동물 병원(「홍보 사세보」에서 공지)도 가능합
니다.
● 광견병예방주사・・・매년 한 번(생후 91일 이상)
사세보 시내・사자초의 동물병원 혹은 집합 주사회장(일
시, 장소는 「홍보 사세보」등에서 공지)에서 가능합니다.
● 그 외・・・・・・・애견이 죽은 경우, 주인의 주소가 바뀐 경우, 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생활위생과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 주택, 도로, 하천 ◆
◎ 시영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 주택과
현재의 주택 사정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기준 이내일 것(2012년 4월 1일 현재)
일반세대・・・월 소득액이 15만 8천엔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 있는 세대, 고령자・장애자 세대・・・
월 소득액이 21만 4천엔 이하
▷가옥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시정촌민세(시민세, 국보세, 경자동차세 등)의 세납이 없을 것 등
이 외에 자세한 조건에 관해서는 주택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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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영주택 입주 신청 방법 ⇒ 주택과
시영주택 입주 모집은 1년에 네 번(5월, 8월, 11월, 2월)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모집이 있을 때마다 사세보시의 시정 홍보지「홍보 사세보」 등에 공지됩니다.
시영주택입거신청서(주택과 혹은 각 지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신 다음 지정 기간 내에 주택과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그 뒤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분들만 입거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주택과에 제출하여 주시면 입거자격심사를 거쳐 입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서류에 관해서는 사세보시 주택과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시 홈페이지 혹은
모집 시기에 배부되는 「모집 안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민간 임대 주택
주택 및 아파트 임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외국인에게 있어 매우 힘든
일이므로 일본인 지인 및 친구와 함께 가는 편이 좋습니다. 집을 빌릴 때에는
임대료 외에도 시키킹(일종의 보증금), 레이킹(집 주인에게 지불하는 사례금),
부동산 중개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을 할 때에는 보증인도 필요합니다.
◎ 신축 및 증・개축 ⇒ 건축지도과
● 주택 신축 및 증개축 시에는 여러가지 기준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하여 반드시 설계자 및 시공자와 상담하고, 스스로도 체크합시다.
● 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2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신축시의 부지 ⇒ 건축지도과
사세보시 도시 계획 구역은 시가화 구역과 시가화 조정 구역으로 나뉩니다.
특히 시가화 조정 구역에 건물을 세울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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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및 증개축에 필요한 수속 및 신고 순서 ⇒ 건 축 지 도 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건축확인신청”을 제출하여 해당 건
축계획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높이가 2미
터를 넘는 돌담 등의 옹벽에 대해서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2
① 건축확인신청 방화지역 및 준방화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바닥 면적 10m 이내
의 증개축 공사를 할 경우 및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확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공사신고만 제출하여 주십시오.
② 표지판 설치

건축확인 후 공사 현장에 건축확인완료 표지판을 세워 주십
시오.
공사가 완료된 후 4일 이내에“공사 완료 검사 신청서를 제
출하여 주십시오. 제출 후 7일 이내에 검사하여 건축기준법
에 적합한지 확인되면 검사완료증이 교부됩니다. 그 외에도

③ 공사완료검사

건축 확인 신청이 필요한 신축 및 증개축 공사 시에 정화조
를 설치할 때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건축사나 건축지도과에 상담하십시오.
건축확인완료증과 검사완료증은 보존 등기 및 이후의 증개축
공사시에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여 주십시오.

◎ 도로 및 하천을 특별히 사용하고자 할 때 ⇒ 토목정책・관리과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및 하천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통로나 다리를
놓거나 배수구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이 외에도 현 도로 및 국도에 관해서는 아래 부서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현 도로・・・현북진흥국 건설부 건설관리과(℡ 23-4211)
▷국도・・・국토교통성 사세보 국도 유지 출장소(℡ 38-3174)
◎ 도로 및 하천에 관하여(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
▷시 도로의 파손 및 보수에 관해서
⇒
▷도로 조명 등의 전구가 끊어진 것에 관해서 ⇒
▷하천의 보호에 관하여
⇒
▷소유지와 도로와의 경계에 관해서
⇒
▷지방 도로 및 수로의 파손 및 보수에 관하여 ⇒

도로유지과
토목정책・관리과
하천과
토목정책・관리과
도로유지과

◎ 도로의 풀 베기에 관하여(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
지역에서 풀을 베어 제초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문의 ⇒ 도로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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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서 지방 도로(공용 도로를 포함)・수로를 정비할 때에는
지방 도로(공용 도로를 포함) 및 수로를 지역에서 정비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문의 ⇒ 도로유지과
◎ 도로 입양(양부모) 봉사자 모집
지역에서 가까운 시 도로를 「아이」에 비유하여 시민 여러분들이「수양 부모」
가 되어 미화 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장갑,쓰레기봉투,꽃 모종 등을 지급함)
▷문의 ⇒ 토목정책・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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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아이들을 위하여

교육과 보육
◆ 유치원과 보육소(원) ◆

◎ 유치원에 들어갈 때 ⇒ 어린이지원과, 어린이육성과
시내의 유치원은 시립 7개, 사립 31개가 있습니다. 입학신청 및 문의사항은 각 유
치원에 연락하여 주십시오(P121「전화 가이드」참조).
▷모집시기/시립・사립유치원 모두 매년 11월 1일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대상/시립유치원은 4~5세(시라하에 유치원은 3~5세)
사립유치원은 만3~5세(일부 유치원은 3세 미만도 받고 있습니다)
▷보육료/시립유치원은 1개월에 6,600엔(2012년 4월 1일 현재)
사립유치원은 각 유치원마다 다릅니다.
◎ 보육소(원)에 들어갈 때 ⇒ 어린이지원과
보호자가 일(구직 활동도 포함), 출산, 병환, 간병 등의 이유로 취학 전의 아동
을 가정에서 보살필 수 없는 경우 보육소(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
항은 어린이지원과에 연락하여 주십시오(P043「시내의 보육시설」참조).
○ 입소신청 :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 보 육 료 : 보호자의 소득세액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전학 및 입학 수속
◆ 초등학교, 중학교 ◆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
▷▷다른 시정촌에서 전입한 경우
시청이나 각 행정센터 및 지소의 창구에서 주민이동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학교가 지정된 전학신고서가 발행됩니다.
이사하기 전의 시정촌에서 발행한 서류와 전학신고서를 가지고 새로운
학교에서 전입수속을 하여 주십시오.
▷다른 시정촌으로 전출할 경우
시청이나 각 행정센터 및 지소의 창구에서 주민이동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전학신고서가 발행됩니다.
재학중인 학교로 전학신고서를 가지고 가면
재학증명서 등 각종 서류가 발행됩니다.
새로운 시정촌에서 “주민이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학교가 지정된 전학신고서가 발행됩니다.
전학신고서와 재학증명서 및 그 외의 준비물을 가지고 새로운 학교에서
전입수속을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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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보 시내에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전학할 때)
시청이나 각 행정센터 및 지소의 창구에서 주민이동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학교가 지정된 전학신고서가 발행됩니다.
전학신고서를 재학 중인 학교에 가지고 가면 재학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가
발행됩니다. 지참하고 계신 전학신고서와 함께 발행된 서류를 가지고
새로운 학교에서 전입 수속을 하여 주십시오.

◎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교육위원회에서는 4월 2일부터 다음해 4월 1일 사이에 6살 생일을 맞이하는 어린
이를 대상으로 장소와 날짜를 지정한 입학 전 건강진단통지서를 송부합니다(매년
10월 1일). 그리고 그 해의 12월에는 입학할 초등학교를 지정한 취학통지서를
송부합니다. 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질병 등으로 취학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하여 주십시오.
◎ 중학교에 입학할 때
12월 중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통하여 입학할 중학교가 지정된 취학통지서
를 전달합니다.
◆ 장애가 있는 아이의 교육 ◆
⇒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 24-1111 내선 3119, 3114, 3113)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한명 한명의 필요에 맞춘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특별
지원학급 및 특별 지원학교가 있습니다.
특별지원학급・학교 수속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특별지원학교에 관하여
사세보 시내 및 사세보 시 근교에 다음과 같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입학 등의 수속에 관해서는 먼저 학교교육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학교 견학 및 학교 정보에 관해서는 직접 관계 학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장애의 종류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학교명
현립 사세보특별지원학교

학부
초등
중등
고등

청각장애

현립농아학교 사세보분교

지적장애

현립가와타나특별지원학교

유치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지체부자유
병약

현립 사쿠라가오카 특별
지원학교

초등
중등
고등
근교는 아니지만 상기 이외의 장애 종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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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화번호
사세보시 다케베초 810
℡ 47-5966(지적장애:초,중)
47-5913(지적장애:고)
47-8755(지체부자유:초,중,고)
사세보시 고후네초 60
Tel 46-0881
히가시소노기군 가와타나초
오구시고 1600
Tel 82-2208
히가시소노기군 가와타나초
시모구미고 386-2
Tel 8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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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초등
중등
고등
전문

니시소노기군 도기쓰초
니시토기쓰고 873
Tel 095-882-0020

▷사세보시내의 초등학교・중학교의 특별지원학급에 관하여
장애 종류
학교수
장애 종류
학급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지적 장애
32
16
약시
1
0
자폐증・
7
8
난청
1
1
정서장애
지체부자유
3
0
(2012년 8월 1일 현재)
병약・
1
0
신체허약
이 표 이외에 사세보 시립 종합병원에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원중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병원내 학급이 있습니다.
・학급 편입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사세보 시내에는 자녀분들이 재적 중인 각 초등학교 ・ 중학교로 다니며 배우는
「통급지도교실」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종류
언어
난청
정서

시미즈
초등학교
시미즈
초등학교
기온
초등학교

초등학교
하나타카
아이노우라
초등학교
초등학교

구로카미
초등학교

중학교
이노쓰키
초등학교

가이제
초등학교

시미즈
중학교

LD・ADHD
▷4세 아동, 5세 아동이 다니며 배우는「유아 언어교실」이 있습니다.
*언어에 관한 상담은 교실에 직접 연락하여 주십시오.(℡25-5695)
*학급 편입이 관해서는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어린이 원조・보조 ◆
◎ 아동 수당 ⇒ 어린이지원과
아동 수당은 중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50쪽의「어린이 보육과 복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유치원생 지원 제도 ⇒ 어린이지원과
○ 입학 장려비 보조금 제도
시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입학 예정인 아동을 둔 세대의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내인 경우 보육료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각 유치원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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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장려비 보조금 제도(사세보시 단독 사업)
사립 유치원에 입학할 예정인 아동을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 없이
보육료의 일부를 보조합니다(한 달 4,000엔). 각 유치원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 초등학생 및 중학생 지원 제도 ⇒ 교육위원회 총무과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 지원 제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하는 아동을 둔 보호자 중 그 소득이 시에서 정한
기준 이내이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취학이 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 학용품비 및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 초・중학교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 원거리 통학 보조금 제도
시립 초・중학교에 재학하는 아동을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통학에 필요한 경비
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조 대상은 자택에서 학교까지 편도 통
학 거리가 초등학교는 4킬로미터 이상, 중학교는 6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선편을 이용할 경우 거리는 상관 없음). 각 초・중학교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 특별지원교육 취학 장려 제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특별지원학급에 재학하는 아동을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당 세대의 소득에 따라 학용품비, 급식비, 통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이 되는 세대에게는 각 초・중학교에서 통지하여 드립니다.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지원 제도 ⇒ 교육위원회 총무과
○ 학자금 제도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위하여 학자금 대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총무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등교 거부 아동에 대한 지원(신청제）
○ 학교 적응 지도 교실(아스나로교실)⇒ 청소년교육센터 내에 위치 Tel 22-0781
사세보 시내에 거주하며 심리적, 정서적 원인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또는 소그룹) 상담 및 지도를 통하여 다시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 상담 등
양육 및 육아에 관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041~P042의「육아에 관한 상담 등」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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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법인 사세보시체육협회
사세보시체육협회는 시민 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3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새로운 운동에 도전하고 싶을 때
이사 후 운동을 하고 싶지만 어디에 물어봐야 할 지 모를 때
이럴 때는 저희 협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배구, 농구, 핸드볼, 소프트볼, 배드민턴, 럭비 풋볼, 연식야구, 연식정구(소프트
테니스), 테니스, 축구, 야구, 유도, 궁도, 검도, 총검도, 스모, 육상, 수영, 체조,
산악, 양궁, 자전거, 하키, 공수도, 클레이 사격, 볼링, 게이트 볼, 스키, 소림사
권법, 해양스포츠, 스케이트, 승마, 골프, 아마추어 복싱, 철인3종경기, 그라운드
골프, 무술 태극권 등
※ 스케이트, 승마, 스모, 스키는 운영 중지 중입니다.
문의는 공익재단법인 사세보시체육협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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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및 만일의
상황을 위하여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 입 ◆ ⇒ 의료보험과

일본에 살고 있으며
20세 이 상 60세 미 만 에 해 당 하 는 분 들 은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가입자는 세 분류로 나뉩니다.
○ 제1호 피보험자
자영업, 농림어업, 자유업, 학생인 경우 및 제2호 피보험자 혹은 제3호 피보
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수속은 의료보험과 혹은 각 지소, 행정센터
의 연금창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제2호 피보험자
샐러리맨이나 공무원은 자동적으로 후생연금 및 공제조합에 가입되며 동시에
국민연금의 제2호 피보험자에 해당 됩니다. 보험료는 후생연금 및 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이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제3호 피보험자
샐러리맨의 부인 등 제2호 피보험자의 부양 대상에 해당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보험료는 배우자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에서
부담하므로 본인이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수속 또한 배우자의 회사(사무
소)가 담당합니다.
○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이외에 노령(퇴직) 연금을 받고 있으며 60세 미만인 경우, 일본 외
의 외국에 살며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 60세까지 가입을 유지하여도 연
금을 받을 자격 기간이 부족하거나 만기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65
세까지). 다만 1965년 4월 1일 이전에 출생하였으며 65세까지 가입을 유지하
여도 연금을 받을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자격 기간이 채워질 때까지(최고
70세)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에 대하여(제1호 피보험자)
보험료는 연령, 소득, 성별에 관계 없이 월 14,980엔입니다(2012년도).매월 납부
하는 방법과 6개월 혹은 1년 분을 한번에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일본국민연금기구에서 직접 수납하므로 납부고지서 역시 일본국민연금
기구로부터 송부됩니다.
* 보다 많은 고령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월 400엔의 추가보험료를 납입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보험료 면제 등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분들을 위하여 보험료 면제 제도
가 있습니다. 또, 학생 신분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학생 납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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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있습니다. 면제된 보험료는 면제된 기간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소급하
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수속은 의료보험과 또는 각 지소 및 행정
센터의 연금 창구에서 담당합니다.
◎ 연금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노령기초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면제된 기간 및 후생연금보험, 각종 공제조합의 피보험자
기간을 포함) 및 임의 가입이 가능한 사람이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 등이 합산
하여 25년 이상인 사람에게 65세부터 지급됩니다. 희망에 따라 60세부터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급 액수가 적어집니다.
▷연금액(2012년도)
만액 786,500엔
연금액은 납부 월수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유족기초연금
피보험자 혹은 노령 기초연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인이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연금액(2012년도)
786,500엔
18세 미만의 자녀(장애인의 경우 20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가산됩니다.
▷부인이 수급할 경우
2명까지 각 226,300엔
3명 이후 각 75,400엔
▷자녀가 수급할 경우에는 1명째(본인)의 가산은 없습니다.
2명째 226,300엔
3명 이후 각 75,400엔
유족연금(과부연금)
노령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남편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그 부인에게 60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 한합니다.)
▷연금액(2012년도)
남편이 받을 수 있었던 노령기초연금액의 4분의 3이 지급됩니다.
장애기초연금
▷국민연급에 가입하고 있는 중에 병이나 상처로 장애인이 되었을 때(과거에 피보
험자였던 사람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일본 국내에 살고 있던 중에
장애인이 된 경우를 포함) 장애의 정도가 1급 혹은 2급으로, 일정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20세 이전(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병이나 상처로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도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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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2012년도)
1급 983,100엔
2급 786,500엔
18세 미만의 자녀(장애인의 경우 20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가산됩니다.
2명까지 각 226,300엔
3명 이후 각 75,400엔
◎ 연금 신고 방법
상황

제출할 때 필요한 준비물

20세가 된 경우

인감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연금수첩, 인감,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

배우자의 부양자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이혼 등)

연금수첩, 인감, 부양 대상에서 벗어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의가입 할 경우
임의가입을 그만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연금수첩, 인감

※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등 상기의 경우 외에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보험과 연금계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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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육상교통기관 ◆
◎ 시영 버스 이용에 관한 문의 ⇒ 교통국 Tel 25-5111(대표)
▷시영버스 정기권, 운행시간, 버스 내 분실물에 관한 문의
시영버스센터/ Tel 25-5112
Tel 25-5116
▷대절 버스에 관한 문의
업무과/Tel 25-5114
▷정기관광버스에 관한 문의
(재)사세보관광컨벤션협회 Tel

23-3369

▷노선 버스에 관한 문의
영업과 Tel 25-5114
사세보역 앞 영업소 Tel 25-5113
야미네 영업소 Tel 49-2125
구로카미 영업소 Tel 31-3281
・시영버스센터 및 시마노세 정기권 발매소 영업 시간
시영버스센터
시마노세 정기권 발매소
(연중무휴)
(1월 1일 ~ 1월 3일 휴무)
월~금
11 : 00 ~ 18 : 00
7 : 15 ~ 18 : 40
주말 및 공휴일
10 : 00 ~ 17 : 00
○ 시영 주차장의 이용
시영 주차장은 5곳이 있습니다. 시간제 외에 장소에 따라서는 월정액제로 주차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시마노세주차장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Tel 23-3740
○ 그 외의 교통기관
사세보시 시외 교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히버스 이용 ⇒ 사이히버스 Tel 23-2121
○ JR 이용 ⇒ JR사세보역 Tel 22-7115
○ MR 이용 ⇒ MR사세보역 Tel 25-2229
◎ 해상 교통 기관
○ 구지라세 부두
【구지라세 터미널】
· 사세보~우쿠~오지카~아리카와・・・・・・・(주)규슈상선 Tel 22-6161
· 사세보~아리카와・・・・・・・・・・・・・・(유)미사키상선 Tel 42-5607
【신미나토 터미널】
· 사세보~사키토~도모스미・・・・・・・・・(주)사키토상선 Tel 25-6118
· 사세보~오시마~이케시마~고노우라・・・・(주)사이카이 연안상선 Tel 24-1004
· 사세보~가와치~요코세~요리후네・・・・・(주)세가와기선 Tel 0959-32-1770
· 사세보~아이노우라~쓰요시・・・・・・・・ (주)쓰요시 상선 Tel 0950-2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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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사세보시생활가이드

○아이노우라 부두
· 아이노우라~다카시마~구로시마・・・・・・・(유)구로시마여객선 Tel 56-2516
○우쿠 고노우라 부두
· 고노우라~데라시마~야나기・・・・・・・・사세보시영교통선 Tel 0959-57-3113
○하우스텐보스
· 하우스텐보스~나가사키공항・・・・・・(주)야스다산업기선 Tel 0957-52-4131
○우쿠히라 부두
· 하카타~우쿠~오지카~후쿠에・・・・・・・(주)노모상선 Tel 092-291-0510
◎ 항공 교통 기관
○ 비행기 이용 ⇒ 나가사키공항(오무라시) Tel 0957-52-5555
○ 공항행 합승 택시 이용 ⇒ 사세보 관광 택시 Tel 33-8185
럭키 자동차 Tel 24-7713
실버 택시 Tel 28-1879
○ 공항행 노선 버스 이용 ⇒ 사이히 버스 Tel 2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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