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공재)후쿠오카시 국제교류재단  

812-0025  4-1 1F    

TEL:092-262-1799   FAX:092-262-2700    URL:www.fcif.or.jp 

운영시간: 평일 9:00~18:00 (휴관일: 토,일, 경축일,연말연시(12/29~1/3)) 

봄 호 F C I F  
 Fukuoka  City  

 International  Foundation 

 Fukuoka  City  

 International  Foundation 

  FCIF 홈페이지가 보다 정보를 간단히 찾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달라졌어요#1. 신청폼 신설 

  (기존)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메일 송신 → (변경 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 
 

  달라졌어요#2. 후쿠오카시 외국인 종합상담지원센터 배너 추가 

  종합상담지원센터 페이지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올 4월부터는 프리다이얼 0120-66-1799(무료)로도 상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달라졌어요#3. 각 메뉴 아이콘 추가  

    (https://www.fcif.or.jp/kr/)     원하시는 메뉴를 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며 이벤트, 최신 정보도 더 찾기 쉬워졌습니다.  

 다시 꽃 피는 봄 , 새로운 시작! 
 

후쿠오카에 계신 여러분의 모든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로워진 서비스와 새 시즌에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후쿠오카 요카토피아 국제교류재단의 새로워진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후쿠오카시 외국인 종합상담센터의 서비스를 소개한 리플렛이 새로워졌습

니다. 6개국어(쉬운 일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네팔어, 베트남어)로 제

작했으며, 후쿠오카시에 새로 오신 외국인분들에게 배부하는 웰컴 

키트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구약소에서 잊지말고 꼭 챙겨주세요!  

리뉴얼① 홈페이지 

LINE 공식 계정 신설! 

리뉴얼② 리플렛 

 튜터란 후쿠오카시 거주 외국

인의 일상 생활을 서포트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일본 생활에서 모르는 점을 일

본어 또는 외국어로 물어보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튜터 (Tutor) 프로그램  

튜터프로그램 이용비 무료! 

 LINE 공식 계정을 통해 재단 이벤트 및 

생활 정보를 발신합니다. 또한 라인콜을 

이용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라인 친구 등록☝]     22개국어로 전화 통역이 기능하오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문자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재단 홈페이지 문의 폼을 이용해주세요.  

    http://www.fcif.or.jp/contact/         문의 폼 →         

https://www.fcif.or.jp/kr/kr-volunteer-bank/tutor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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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4월은 새 시즌의 시작! 이사 시 잊지 말아야 할 절차들이 있으니 지금 다시 한 번 체크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후쿠오카시 외국인 종합상담센터(0120-66-1799(무료))에 물어보세요! 
 

              <시기별> 

 

     

    <케이스별  (이사 전,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후쿠오카시 소재 구약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사 체크리스트 

이사 전 이사 후 

 

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해약 또는 새 거주지의 계약  

우편물 주소지 변경(転送) 신청 [우체국/1년간] 

전출신고서 (転出届)제출 [구약소] 

아동수당, 개호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복지 관련 행정절차 수속 [구약소] 

전학신청서(転校届) 제출 [학교, 구약소] 

 전거신고서(転居届) 또는 전입신고서 (転入届)제출 [구약소] 

 아동수당, 개호보험 등 복지관련 행정절차 수속 [구약소] 

 전입학 신청서 (転入学届)제출 [구약소, 학교] 

 재류카드, 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등 주소 변경 

 은행, 카드, 보험 등 주소 변경 

 차량 등록 변경  

    *가장 먼저 차고증명(車庫証明)발행 필요 [경찰서]  

 반려견 등록 변경 

  일본 민법 개정으로 올 4월부터 성인 연령이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집니다.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성인 연령 조정에 따라 일부 재류자격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 이후 만 18세 이

상인 경우 ‘정주자 [고지 6호:미성년 미혼의 실자]’로의 재류자격 변경 및 신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이미 미성년 미혼의 실자로서 정주자 재류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일본으로의 재입국 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

한 사항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index_zh3.html 

일본 성인연령 변경으로 무엇이 바뀔까? 

 재류자격(정주자) 주의! 

후쿠오카시 → 후쿠오카시  후쿠오카시 →시외 시외→후쿠오카시 

국

외  

이

주  

같은 구 다른 구 

 전거 신고서 

※전출신청 불필요 

 전입신고서 

※전출신청 불필요 

     전출신고서  

・우편신청 가능 

・조건부 온라인 신청 가능 ⇒ 

(마이넘버카드 및 인식가능 스마트폰 필요) 

전입신고서  

만 18세(성인)에 가능한 일 만 20세부터 가능한 일(현행 유지） 

◆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발급, 부동산 구매 등 계약 가능 

◆국가 자격 취득 가능 (공인회계사, 사법서사, 의사 면허, 약사 면허 등) 

◆본인의 주거지, 진학, 취직의 결정을 본인의 의사대로 가능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이 만 16세에서 18세로 상향 

   (남녀 모두 만 18세에 가능) 

◆일본 국적자의 경우, 10년 유효 여권 취득 가능 

◆음주   

◆흡연 

◆경마, 경륜, 보트레이스 등의 공영도박 

◆대형, 중형 자동차 면허 취득 

※보통자동차운전면허는 현행대로 만 18세에 

취득 가능 

           < 그 외 도움되는 정보 > 

*구약소 임시 개청 4/3(일) 오전 10시~오후 2시  
 

*외국인을 위한 생활 가이드북 (당 재단 홈페이지) 

생활 가이드 북《리빙 인 후쿠오카》      ➡ ➡ ➡ 
 

*이사 관련 주요 행정절차 안내 (후쿠오카시 홈페이지) 

福岡市 引越し (fukuoka.lg.jp)     ➡ ➡ ➡ 
 

*주거 상담 <후쿠오카시 주택상담코너(시약소 3층)>  

              월~금/오전 10시~12시, 오후 1시~4시 

              TEL:092-711-4808 

구약소 세무서 

・세금 및 건강보험료 정산 

 (주민세,경자동차세,고정자산세 등) 

・전출신고서 제출 

  (온라인 신청 불가) 

・소득세 정산 

・연말정산 

・확정신고 

・납세대리인 신청 

공과금 관련 은행 등 

・수도,전기,가스비 정산 

・휴대전화 요금 정산 등 

・계좌 해약  

・후생연금 탈퇴일시금  

   서류 준비  등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index_zh3.html
https://www.fcif.or.jp/kr/kr-information/living/
https://www.city.fukuoka.lg.jp/lifeinformation/sumai/1502.html


 

 

 FCIF 외국인 인터뷰 

 첫 주인공 

              장 징 (蒋 晶) 님  

                   <중국어학교 대표>  

 

Ｑ１．후쿠오카에 온 계기는  

        무엇인가요?  

결혼을 계기로 2000년에 일본

에 와서 쭉 후쿠오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후쿠오카가 정말 

좋고, 많은 후쿠오카 사람들처럼 우동은 무조건 고기우엉우

동을 라멘은 꼬들면을 시키며 하카타역에 갈 때면 꼭 미니 

크로와상을 삽니다. 후쿠오카시는 저에게 있어 제2의 고향

입니다. 
 

Ｑ２．현재 후쿠오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중국어학교인 ‘북경 니하오 중국어 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북경 니하오 중국어 센터’는 초급~상급 클래스

가 있으며 통번역, 관광 통역사 가이드시험 등의 코스도 있

습니다. 또한 이호(중국 현악기)교실, 중국차, 중화요리 등 

중국 전통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특별 코스도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학교 수업은 온라인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강생 연령층은 만 3세에서 80세까지 회사원, 

주부, 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온라인 수업 실시로 

일본 전역 더 나아가 태국, 중국에서도 수강해주시고 있으

십니다. 
 

또한 해외에 하카타 문화를 보

급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중

국 북경과 상해, 캐나다 벤쿠버에

서 하카타라면 출점을 지원하고 하카타 식문화 소개 및 보

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Ｑ３．위에서 말씁해 주신 활동 또는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

이나 고민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싱글맘으로서 여자 혼자 이국의 땅에서 두 아이를 키

우며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도 일도 참 힘들었습니

다. 다행이도 마음씨 좋은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직장동료, 지인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고난도 

하나 하나씩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대면 

수업이 어려웠지만 온라인 수업을 시도하면서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얻은 덕분에 

지금까지 열심히 해올 수 있었습니다. 
  

Ｑ４．후쿠오카 생활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는 후쿠오카가 정말 좋습니다. 주거환경, 식문화도 좋지

만 후쿠오카가 좋은 가장 큰 이유는 후쿠오카 사람들이 좋

아서입니다.  특히 중국어 학교 학생들의 지지 덕분에 일이 

즐겁고 하루하루 충실히 지내고 있습니다. 
 

Ｑ５．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세지를 부탁합니다. 

 저처럼 후쿠오카에 사는 외국분들에게 하고픈 말은 자기가 

외국인이라는 걸 필요 이상으로 의식해서 주위에 융화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라는 점입니다. 후쿠오카에

서 더 행복하게 충실하게 지내기 위해선 일본과 모국의 문

화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일본 사회와 문화

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후쿠오카의 일본인 친구들, 특히 학생

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습

니다. 앞으로도 화이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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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당(こども食堂) 

 어린이 식당이란? 

어린이 식당은 어린이 혼자서도 편하게 갈 수 있는 식당입니다.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소액 또는 공짜로 영양가 있는 식

사를 제공합니다.  결식아동,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 구분없이 즐겁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당은 어린이

만을 위한 곳이 아닌 육아로 여유가 없는 부모들의 상담 장소이기도 하며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 , 홀로 사는  고령자나 외국인 등 이용층

이 다양합니다.  단순히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닌 지역 교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당의 시초 

어린이 식당은 NPO법인, 지역주민 등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어린이 식당이 생긴 곳은 도쿄의 한 채소가게였습니다. 

밥을 제때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주인이 가게 한쪽을 활용해서 식사를  제공한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어 현재 

약 6000곳 이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사비는 얼마? 

식사비는 무료 또는 500엔 정도이며 (성인은 100엔~500엔)  월 1~2회 여는 곳이 많습니다.  

주로 주말에 운영되며 식사 제공 이외에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거나 계절 행사, 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시내 어린이 식당

후쿠오카시에는 현재 약 50곳의 어린이 식당이 있습니다.  

각 구에 소재한 어린이 식당 정보는 후쿠오카시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fukuoka-shakyo.or.jp/service/parenting/20210324_9.html 

https://fukuoka-shakyo.or.jp/service/parenting/20210324_9.html


 

 

FCIF  4 월호 2022 4~6 

4~6월 후쿠오카시 외국인 종합상담지원센터의 외국인을 위한 무료상담 일정 

후쿠오카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https://www.fcif.or.jp/kr/ 

후쿠오카국제교류재단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

fukuokacityinternationalcenter/ 

 법률상담 행정서사 상담 심리 카운슬링 

상담내용 
일반민사, 노동, 교통사고 등 

법률상의 문제 
국적, 입국, 재류자격 등 생활상의 고민 등 심리상담 

상담일 

4월   4/2・4/20 

5월   5/7・5/18                                                

6월   6/4・6/15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세 번째 수요일) 

 4월   4/10                      

5월    5/8                              

6월 6/12 

(매달 두 번째 일요일) 

월 9:00~17:45 

화 9:00~11:45 

목 9:00~12:45 

상담시간 
토요일 10:30~13:30 

수요일 13:00~16:00 

13:00~16:00 

(접수마감 15:30) 

예약 필요 불필요 필요※ 

사용언어 사전 신청 시, 통역 섭외 가능 

일본어, 중국어, 영어 

(기타 언어의 경우  

사전 문의 요망) 

일본어, 영어  

※ 사정에 따라 휴무일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0120-66-1799(무료)로 확인해 주십시오. 

 

4월 <벚꽃> 
 

후쿠오카시 벚꽃 명소로 유명한 ‘니시공원’, ‘마이즈루  

공원’ 이외의 벚꽃놀이 장소를 각 구별로 소개합니다. 
 

【히가시구】‘나지마신사’             東区名島１-２６-１ 

추천포인트: #바다와 벚꽃 

【니시구】‘아타고신사’                 西区愛宕2-7-1  

추천포인트: #석양 #야경 #밤벚꽃 

【조난구】  ‘잇뽄마츠가와’    城南区堤1-13 

추천포인트: #도쿄 메구로가와 감성 

【사와라구】 ‘무로미강변공원’     早良区南庄5丁目 

추천포인트: #지하철 마니아라면 필수 코스 

【추오구】‘미나미공원’     中央区南公園1-1 

추천포인트: #식물원 #동물원 #전망대 

【미나미구】‘노마오오이케공원’  南区柳河内1-1 

추천포인트: #호수 산책 #놀이터 

【하카타구】‘레이센공원’    博多区上川端町7  

 외국인 종합상담지원센터는 레이센 공원 바로 근처입니다!   

꽃놀이 후에 저희 센터도 방문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꽃놀이 스팟 소개 

<도서코너> 도서 입하 안내 

 

재단 내 도서 코너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그림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도서 코너에는 일본어 학습 도

서 및 외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후쿠오카시 거주 또는 통학, 통

근 중이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월 <수국> 

 벚꽃으로 유명한 마이즈루 공원은 벚꽃 이외에도 계졀별 다

양한 꼿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6월을 실감하게 해주는 

수국이 만발하니 방문해보세요. 이외에도 수국축제 등이 열

리는 장소를 소개합니다.  

 마이즈루공원 

 하코자키궁 

 노코노시마 아일랜드파크 

 우미노나카미치 해변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