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 
매너 매뉴얼

한국어（かんこくご）

일본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규칙과 매너가 있습니다

규칙과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주위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일상생활의 규칙과 매너를 지켜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센다이시



일상생활의 규칙과 매너

・계약 시 서류상 이외의 사람이 살거나, 무단으로 타인에게 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를 할 때는 계약 해지가 필요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든다

・복도나 베란다에서 이야기를 한다

・큰 소리로 음악을 튼다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토지 주인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열쇠를 잠급니다

・집에 있을 때도 열쇠를 잠급니다

열쇠를 잠그지 않으면 도난이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빌렸을 때

쓰레기 배출 등 잠시 

외출 시에도 반드시 

열쇠를 잠급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는 특히 

주의합시다

규칙을 모를 때는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도 규칙과 

매너가 있으니 

준수하도록 합시다

·다른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 문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인이나 경찰에게 경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재류카드(외국인등록증)나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계좌를 타인에게 팔거나 줘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SNS등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십시오

・보행 중 흡연은 삼가합시다

・담배꽁초를 길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나 바람이 강할 때 담배를 피우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본인의 호신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칼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안 됩니다

·일본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반드시 납입합시다

・납입 기한을 지킵시다

미납 시 병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계좌이체는 구청에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은행 카드와 도장을 지참해 주십시오

담배를 필 때

수속이나 납입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구청에 

문의합시다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칙을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 받으니 주의합시다



·위반하면 강제송환 될 수도 있습니다

·풍속점인지 모르고 일했을 경우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방법 규칙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설명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방법의 규칙과 매너

・쓰레기 배출은 규칙이 있습니다

①지정된 쓰레기봉투(일러스트 참조)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지정된 봉투 이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요일 아침8：30까지 내놓습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도로나 공터 등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길에 버리면 주변이 불결해집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무단배출 금지)

아르바이트 관련 (유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근무시간과 급여, 업무내용 등을 사전에 확인합시다

・유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이  1주일에 최대 28시간입니다

 (방학 등으로 장기간 학교수업이 없을 때는 1일 8시간까지 가능)

・풍속점에서의 아르바이트는 금지되어 있습니다(풍속점 예：팝, 게임센터, 빠칭꼬점 등)

지정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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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定袋の口を結んで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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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指定袋の口を結んで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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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Guide for Sorting Recyclables and Waste Sendai
资源与垃圾的分类方法与排放方法 仙台市
자원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센다이시

Cách phân loại, xử lý rác nguyên liệu và rác thải Sendai

한  글



・열쇠가 잠겨져 있지 않은 자전거가 길에 있어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주차는 주륜장에 합시다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차도의 왼쪽을 달립니다

・일렬로 달리며, 나란히 달려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어폰 등으로 음악을 들으며, 자전거를 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의 규칙과 매너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등록(防犯登録 )”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타인에게 받거나 줄 때도 등록 변경이 필요하며, 버릴 

때는 폐차 수속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훔친 것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은 자전거판매점에서 가능합니다

・헬멧을 착용합시다

・자전거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보험은 본인과 타인을 위해 만약에 

있을 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입니다

자전거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싶을 때는 TS 마크가 있는 

자전거 판매점에서도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타는 것은 범죄입니다

·주륜장 이외의 장소에 세워두면 수거해갑니다



긴급 시

곤란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상담을 해주세요

사건이나 사고 시

상담이 필요할 때

경찰관이 부릅니다 화재나 재해 ⇒ 소방차 호출

갑작스런 병이나 부상 시 ⇒ 구급차 호출

전화：110 전화：119

화재나 갑작스럽게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 상담하면 좋을지 

모르거나, 센다이시에서 

보낸 서류를 읽을 수 없는 

경우 등

사전 준비사항
상담 시는 미리 상담할 내용을 정리해둡시다(곤란한 내용, 

묻고 싶은 내용, 전달하고 싶은 내용 등)

외국어(일부) 통역서비스도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구청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상담이 불안한 경우에는 센다이 다문화 공생 센터 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가능

장소 센다이시 아오바구 무번지
센다이 국제센터 회의동 1층
(지하철 도자이선 ‘국제센터역’에서 바로 연결)
시간 매일9：00∼ 17：00　　　
(1 개월에 1 ~ 2회 휴일이 있습니다)
통역 지원 전화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지원 가능한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전화: 022-224-1919

발행   센다이시 시민국  2021년 2월

센다이 다문화 공생 센터

시청·구청에서의 행정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고 싶을 때

시청·구청의 행정 절차 등을 문의하고 싶을 때는 센다이시 종합 콜센터「숲의 도시 오시에테 콜」을 이용해주세요. 
외국어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응 가능 언어：영어·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네팔어
○전화：022-398-4894
○접수 시간：８：00∼ 20：00（토일공휴일·연말연시（12월29일부터 1월3일까지）는 ∼ 17：00）

센다이시 종합 콜센터「숲의 도시 오시에테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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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ai Multicultur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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