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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보험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도 어떤 보험으로던지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 해야 합니다.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저렴한 금액으로 부상이나 질병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의료보험으로 모든 의료비가 보험처리 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3종류가 있습니다. 

 

A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 회사의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사람(자영업,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등)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  

0세∼초등학교 입학전 20% 

초등학교 입학후∼69세 30% 

70세∼74세 20%(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30%)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보험료를 할인 받거나 소액으로 분할지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속이나 보험료 등, 자세한 내용은 국보연금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B 건강보험  

가입 대상: 건강 보험을 적용한 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가족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  

0세∼초등학교 입학전 20% 

초등학교 입학후∼69세 30% 

70세∼74세 20%(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30%) 

 

수속이나 보험료 등, 자세한 내용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C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가입 대상: ① 75세이상의 사람 

② 65∼74세의 광역연합이 인정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사람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 10%(일정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30%) 

 

수속이나 보험료 등, 자세한 것은 국보연금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1) 보험(의료·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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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자녀를 출산했을 때, 다른 건강 보험에 가입했을 때,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등, 변경 사항이 있었을 때는 회사나 관청에 알려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국보연금과에 신고해 주십시오. 

 

★수속 및 문의 

국보연금과 

전화번호: 072-463-1212（내선: 2121～2129 , 2197～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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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호보험                                   

 

노화로 인해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안심하고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개호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① 65세 이상의 사람 

② 40∼64세로 의료보험(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주민표를 가진(일부 예외 있음)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① 

 오랫동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치매증상 등으로 항상 개호가 필요한 사람 

 항상 개호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 

② 

 노화가 원인으로 여겨지는 특정한 질병에 의해 개호가 필요한 상태의 사람 

 

자기부담 비율: ① 의 사람 10%∼30%(소득에 따라) 

②의 사람 10% 

 

이용할 수 있는 개호 서비스 

<재택 서비스> 

 방문 개호(홈헬프 서비스) 

 방문 간호 

 방문 목욕 개호 

 방문 리허빌리테이션 

 시설 방문 개호(데이 서비스) 

 단기 입소(쇼트 스테이) 

 복지 기구 대여 등 

 

<시설 서비스>  

개호노인 복지시설(특별양호 노인 홈)등 

 

<지역밀착형 서비스> 

치매증상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그룹 홈)등 

 

★문의 

개호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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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72-463-1212（내선: 2161～2164 , 2167～2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