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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의 절차   
 

 

○임대계약의 해약통지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해약 희망일의 1-2 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임대계약의 해약을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임대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의 해약통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업자에게 의뢰  
일본에는 많은 이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의뢰할 때에는 여러군데에 견적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사할 경우에는 자동차만 빌려주는 렌터카 회사도 있습니다.  

 

 

○이사할 때 나오는 쓰레기 처리  
이사를 하다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니시노미야시에서는 이러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서부종합처리센터로 가져가거나, 니시노미야시 허가업자(니시노미야 

환경 서포트 협동조합 0798-36-7806)에게 연락해서 수거를 의뢰하십시오.   

단, 아래물품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거 및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전 재활용법 대상전자제품(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가정용컴퓨터 

・오토바이 및 원동기부착 자전거 

・가스통, 소화기, 배터리, 타이어 등 

   

 

○이사하기 전의 절차  
 (1)전기,가스,수도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새로 살게될 곳에 있는 각 영업소에 주소, 이름, 전  

화번호, 이사날짜를 연락합니다. 이때, 전기, 가스, 수도의 검침표 또는 영 

수증에 표시되어 있는「고객번호」를 적어두면 편리합니다.  

 

・간사이전력                      0800-777-8810 

・오사카가스 고객센터 효고사무소  0120-7-94817 

・니시노미야시 상하수도국 전화접수센터 

 사용개시, 사용중지, 누수, 출수불량 등  

0798-32-2201 

0797-61-1703 

078-904-2481 

 

 (2)전화  

NTT 에 이사일과 이사처의 주소를 알립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6) 

다른 전화회사와 계약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에 연락바랍니다.  

전화는 이사 당일에도 사용할 수 있으면 편리합니다. 이사 다음날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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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끊으면 좋을 것입니다.   

 

 (3)우편     

절차를 밟아두면 1 년간 새로운 주소로 우편물이 전송됩니다. 근처 우체국에서「이사신고」엽서를 입수해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우체국창구나 우체통에 넣으십시오. 

https://www.post.japanpost.jp/service/tenkyo/ 

 

 (4) 금융기관  

주소변경 연락을 합니다. 절차는 해당기관에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5) 국민건강보험(만 74 세까지)・후기고령자의료제도(만 75 세 이상과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된 

만 65 세 이상)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증 ・ 후기고령자의료피보험자증을 시구정촌의 담당창구에 반납합니다. 

니시노미야시는  니시노미야시청 국민건강보험과   0798-35-3117 

니시노미야시청 고령자의료보험과 0798-35-3192 

 

 (6) 학교 전학 절차(초,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이사하는 시기 등을 알립니다. 니시노미야시는 니시노미야시 교육위원회 

학교사무과 0798-35-3850 

 

 

○이사후에 필요한 각종 신고  
 (1)주소변경 신고  

주소변경은 이사후 14 일 이내에 이사한 곳의 시구정촌 사무소에서 합니다.  

니시노미야시는 니시노미야시청 시민과 0798-35-3108 또는 각 지소, 서비스센터, ACTA 니시노미야 

스테이션(토·일·공휴일 제외) 

 

 (2)인감등록  

필요한 사람은 이사한 곳의 시구정촌 사무소에 새로운 인감등록 신고를  

합니다. 니시노미야시는 니시노미야시청 시민과 0798-35-3108 또는 각 지소, 서비스센터, 

ACTA 니시노미야 스테이션(토·일·공휴일 제외) 

 

 

 (3)국민건강보험(만 74 세까지)・후기고령자의료제도(만 75 세 이상과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된 

만 65 세 이상) 및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이사한 곳의 시구정촌 사무소에 가입신고서를 제출 하십시오.  

니시노미야시는  니시노미야시청 국민건강보험과   0798-35-3117 

니시노미야시청 고령자의료보험과 0798-35-3192 

                 

 

 (4)자동차운전면허증  

새로운 주소를 증명하는 것(주민표 등)을 가지고 현의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갱신  

센터 등에서 운전면허의 주소변경신청을 합니다. 

 

https://www.post.japanpost.jp/service/ten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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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노미야시는 니시노미야 경찰서 0798-33-0110 

               고시엔 경찰서     0798-41-0110 

 

 (5)전학(전입) 절차(초,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주소변경 신고를 한 다음에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에 전학(전입)신청을 합니 

다. 니시노미야시는 니시노미야시 교육위원회 학교사무과 0798-35-3850 

  

※ 주 시구정촌에 따라서 신청처, 신청방법, 서비스 종류, 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