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상담 내용이 복잡해서, 전화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도 

되나요? 

A.1 

물론, 직접 방문 상담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도야마역 북쪽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인텍 빌딩 (타워 111)이 있으며, 해당 빌딩 4 층에 있는 “(공재) 도야마 

국제센터” 내부에 “도야마현 외국인 원스톱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9:00~17:00까지 상담을 접수 받고 있사오니,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해주세요. 

 

Q.2 

메일로 상담할 수 있나요? 

A.2 

죄송합니다. 메일로 상담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3 

학교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때, 통역해주실 수 있나요? 

A.3 

당 센터에서는 전화로 통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학교에서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 

전화로 통역합니다. 그 외에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학교에 연락하고 싶은 경우 3명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3자 통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076-441-5654, 080-

5852-2234로 전화주세요. 

※3자 통화 사용법 

(1)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로 3자 통화 전용 전화번호 (076-441-5654, 080-5852-2234 )로 

전화합니다. 

(2) 센터 상담원이 전화를 받으면 이야기 하고 싶은 상대방과 내용을 전달하고 그대로 

기다립니다. 

(3) 센터 상담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3명이서 동시 

통화가 가능합니다. 

※3자 통화를 이용하실 때에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언어별 상담 일정”을 통해 

상담원이 상담이 가능한 시간인지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4 

시청에서 모국에서 발행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본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부탁할 수 있나요? 

A.4 

저희 센터에서 번역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재) 도야마 국제센터에서는 통역 

및 번역을 할 수 있으신 분을 소개하는 "국제교류 인재뱅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재) 도야마 국제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번역을 해주실 분을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번역 및 통역 비용에 대해서는 의뢰하신 분과 인재 뱅크 등록자분께서 직접 

협의를 하시게 됩니다. 

 

Q.5 

도야마현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데요. 큰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5 

도야마현에는 일본어 학교 외에 자원봉사 단체 및 NPO 법인 등이 운영하는 일본어 

교실이 각 지역에 있습니다. 비용은 각 단체에 따라서 다른데요. 교재비만 지불하시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일본어 교실도 있습니다. 수업 수강이 가능한 시간과 살고 계신 

지역 등을 참고하여 소개해드립니다.   

 

Q.6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를 찾고 있어요. 어디에 연락하면 좋을까요? 

A.6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싶으나 비용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호테라스 

(일본사법지원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국어 대응도 하고 있어서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에 대해서는 

통역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변호사분과 연결해드립니다. 다만 수입이 많은 분은 

이용하실 수 없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인문지식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국에 있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6개월 정도 

귀국해서 어머니를 돌보고 싶습니다. 재입국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A.7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재입국 허가 

취득이 불필요합니다. 상담해주신 분의 경우, 재입국 신청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나시 재입국으로 진행) 

그러나 재류 자격 (예를 들어 관광 등의 단기체재 비자 등)에 따라서는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나 반대로 2년 동안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사오니, 자신의 재류 자격을 

확인하신 후 출입국 재류관리국 도야마 출장소에 문의를 권해드립니다.   

 

Q.8 

2 주 뒤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연금 일시 탈퇴금을 받고 싶은데요. 어디로 가서, 

어떠한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8 

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연금 사무소, ②시약쇼 또는 야쿠바 (시정촌 사무소), 

③세무과 3개 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먼저, 필요서류를 갖추신 후 연금사무소에 제출합니다. 필요서류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탈퇴 일시금을 수령하실 때는 일본 국내에 거소지가 없다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청에 가셔서 전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탈퇴 일시금은 약 20% 세금이 발생합니다. 귀국 전에 세무서에 "퇴직 소득 선택 

과세에 의한 환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석 1) 일본 연금기구 홈페이지 (탈퇴 일시금에 관한 행정 절차를 밟을 경우)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todoke/kyotsu/20150406.html 

 

Q.9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의료비용을 지불했는데, 매우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어떤 지원 

제도가 있나요? 

A.9 

지불한 의료비가 자기 부담 한도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고액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 원칙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공적 

의료보험에 대해 지불한 뒤에 실시하며, 자기 부담 한도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금액의 의료비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하신 후 창구에서 자기 부담 한도금액까지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공적 의료보험 조합 등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todoke/kyotsu/2015040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