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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글로벌센터) 소개

Ⅰ

www.bfia.or.kr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시민과 외국인의 종합지원 공간
으로써 부산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거주
외국인의 원활한 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각종 생활상담 및
한국어강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국제교류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과 외국
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산글로벌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느껴보세요.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개
부산글로벌센터
1. 설립목적

1) 부산시 국제교류 · 협력사업의 활성화
1. 설립목적
2. 이용안내
3. 주요사업

2) 동북아 중심도시로써의 부산의 역할 및 위상 제고
3) 국제경쟁력을 강화한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 건설

2. 이용안내
1) 운영시간
월~금 : 09:00~20:30, 토 : 09:30~16:00
일요일 · 공휴일 : 휴무

2)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 부산회관 13층
(지하철 1호선 시청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분)

3. 주요사업
1) 부산거주 외국인 및 유학생지원
(1) 외국인 콜센터 1577-7716(월~금, 09:00~18:00)
- 종합상담 : 생활정보 제공 및 애로상담
- 전문상담 : 노무, 법률, 세무, 부동산(예약상담)
한국어(0), 영어(1), 중국어(2), 베트남어(3), 인도네시아어(4), 러시아어/우즈베크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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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 · 번역 지원서비스 및 부산 Info서비스
(3) 한국어강좌 운영 및 한국어경진대회 개최
(4)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및 취업 지원
(5) 부산유학설명회 해외개최 지원
(6)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및 외국인 자문회의 운영
(7) 외국인생활안내책자(Life in Busan) 및 외국인 소식지(Busan Life)발간

2) 자매 ·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협력
(1) 청소년 상호교류, 대학생 인턴쉽 교류

Ⅱ
부산 소개

(2) 자매도시 공연 초청 및 자매결연 기념행사 참가
(3)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 부산팸투어
(4) 자매도시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5) 자매도시 초청 차세대 리더캠프, 국제연수 프로그램
(6) 러시아권 교류협력사업 추진, 부산-러시아 경제교류 활성화

1. 부산의 위치 · 면적 · 기후

3) 시민 국제화의식 함양
(1) 세계문화교실 운영

2. 부산의 인구 · 주요산업

(2) 대학생 글로벌 서포터즈

3. 부산의 자랑(바다 · 산 · 공원 · 문화공간)

(3) 글로벌 테마강좌 운영

4. 부산의 자매도시 · 우호협력도시

(4) 러시아어 비즈니스 실무교육

5. 부산의 축제 · 부산을 빛낸 국제행사

(5)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
(6)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축제

Life in Busan 외국인을 위한 부산생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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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의 인구 · 주요산업
1) 인구
2015년 7월 주민등록상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전체 인구는 약 356만명으로

1. 부산의 위치 · 면적 · 기후

남자가 약 176만명, 여자는 약 180만명으로 조사되었다.

1) 위치
부산은 한반도의 남동단에 자리 잡고 있고, 바다에 면한 남쪽을 제외하고는 경상남도와
접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대한해협에 면해 있고, 북으로는 울산광역시와 양산시, 서로는
김해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부산과 위도가 비슷한 외국 도시로는 일본의 도쿄, 중국

2) 주요산업
신발산업과 섬유산업,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수산물 가공산업, 전시 · 컨벤션산업, 관광
산업 등이 부산의 주요산업이다.

의 정센, 알제리의 알제이, 그리고 미국의 오클라호마시티 등이 있다. 경도 상으로는
시베리아의 베르호얀스크, 일본의 나가사키, 호주의 다윈이 이에 속한다.

2) 면적
부산은 15개구 1개군을 가진 광역시로서 면적은 총 765.94㎢에 달한다. 이는 전 국토의
0.8%에 해당한다.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기장군으로 부산시의 28.36%를, 다음은 강서
구가 23.58%, 금정구가 8.51%순이다.

3) 기후
부산은 4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로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
는 따뜻해 사람이 살기에 알맞은 도시이다. 부산의 겨울 평균기온은 3.8℃정도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제주도 다음으로 따뜻하고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1년 중 53일로 역시 제주도를

3. 부산의 자랑
1) 바다
사람들은 흔히 부산을 ‘바다도시’라 한다. 동네에서 10~30분만 달리면 쉽게 바다를 만날 수

제외하고 가장 적다.

있다. 유명한 해수욕장으로는 해운대, 광안리, 송정, 다대포, 송도해수욕장 등이 있다.

Life in Busan 외국인을 위한 부산생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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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

4. 부산의 자매도시 · 우호협력도시

부산은 이름 그대로 산의 도시이기도

23개국 26도시 자매도시, 3개국 7도시 우호협력도시

하다. 산의 높이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고도 500m 내외의 산이 대부분이다.
유명한 산으로는 금정산, 장산, 백양산,
승학산, 황령산, 봉래산 등이 있다.

3) 공원

베이징(중국)

부산의 유명한 공원으로는 부산시민공

나가사키(일본)

원, ‘더 파크’ 동물원, 용두산공원, 금강
양곤(미얀마)

공원, APEC나루공원, 암남공원, 삼락강
변공원 등이 있다.

4) 문화공간
부산의 문화공간으로는 영화의 전당,
부산문화회관, 국립부산국악원, 부산시
립미술관, 금정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
관, 을숙도문화회관 등이 있다.

Life in Busan 외국인을 위한 부산생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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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의 축제 · 부산을 빛낸 국제행사
1) 축제 www.festival.busan.kr

(6) 부산국제모터쇼 http://www.bimos.co.kr - 격년 6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모터쇼로 세계적인 명차들이 모이는 전시행사이다.

(1) 부산국제영화제 www.biff.kr - 매년 10월
가을에 남포동과 해운대 등을 중심으로 열리는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이다.

(7) 부산비엔날레 www.busanbiennale.org - 격년 9-10월
2년마다 가을에 열리는 세계적인 미술품 전시행사이다.

(2) 부산바다축제 www.seafestival.co.kr - 매년 8월 초
바다도시 부산의 멋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해변축제이다. 한여름 부산 시내 5개 해수욕장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3) 부산불꽃축제 www.bff.or.kr - 매년 10월 말
매년 10월에 부산의 대표적 명소인 광안대교에서 밤하늘을 화려한 불꽃으로
수놓는 환상적인 첨단 불꽃쇼로 열린다.
(4) 부산 록 페스티벌 www.rockfestival.co.kr - 매년 8월 초
뜨거운 태양, 시원한 밤바다, 그리고 록음악이 어우러지는 정열적인 축제로
삼락강변공원에서 열린다.
(5) 부산항축제 www.busanportfestival.kr - 매년 5월 말
세계 5대 항만인 부산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부산항 투어’, ‘승선체험’,
‘부산항 퍼레이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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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맞이 부산 축제 www.festival.busan.kr - 매년 새해
새해 첫날 열리는 겨울테마 축제이다. 용두산 공원 시민의
종 타종식-해운대 새해맞이로 이어지는 무박 2일 축제이다.
(9) 부산자갈치축제 www.ijagalchi.kr - 매년 10월
부산의 맛을 알리는 축제로 부산의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에서 열리는 한국 최대의 수산물 축제이다.
(10) 기장 멸치축제 www.gijang.go.kr/festmyeolchis - 매년 4월 말
우리나라 멸치어획의 60%를 차지하는 기장에서 열리는 축제로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11)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www.bfia.or.kr/globalgathering
세계 각국의 문화가 한자리에 모이는 부산 속의 세계문화축제! 세계전통문화 · 음식
· 공연을 한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부산 최대의 다문화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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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산 소개

2) 부산을 빛낸 국제행사
(1) 2001년 월드컵축구대회 조 추첨
2001년 벡스코에서 개최된 월드컵 본선 조 추첨행사는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부산에
고정시켰다.
(2)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은 온 시민의 열광적인 참여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3)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21개국 정상들이 부산에 모여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경제
협력을 토론하였다. 당시 정상회의장으로 사용한 동백섬 누리마루 APEC하우스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4) 2006년 ILO 총회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 · 태평양지역 총회가 2006년 8월 벡스코에서 열렸다.

Ⅲ
외국인등록 · 체류

(5) 2008년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세계 각국의 전통스포츠 문화축제인 세계사회체육대회가 열렸다.
(6) 2009년 제3차 OECD 세계포럼
1, 2차 포럼에서 합의된 새로운 사회발전 개념에 대한 지역별 시각을 공유하고, 포괄
적 지표 개발 진행상황을 점검했으며 정부 정책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논의했다.

1. 외국인등록

(7) 2012년 제6회 세계해양포럼
제 6회 세계해양포럼이 6월에 부산 벡스코와 여수 세계박람회 현장에서 ‘블루 이코노
미 혁명의 비전과 해양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4.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8) 2012년 IWA 세계물회의
전 세계 130여국에서 7,000명 이상의 물 전문가와 글로벌 물기업, 관련기관 등이 후원
기업으로 참가했고 전시회, 학술대회, 토론 등 물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6. 국적취득

(9) 2013년 부산국제물포럼
부산국제물포럼 2013은 약 10개국 300여명이 참가하여 전 세계 물 관련 산업 비즈
니스 대표 및 전문가들의 주제를 발표하고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10) 2014년 아시아 안전도시 연차대회
제7차 아시아 안전도시 연차대회는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과 미국, 유럽 등
20개국 관련 도시 시장과 3백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종 재해 상황에 대한 대
도시의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11) 2015년 제 70회 UN의 날 기념식
세계 유일 UN 묘역에서의 기념식
개최로 국제평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부대행사로 국화꽃
전시회, 참전국 국악대 초청 연주회
등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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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3. 외국인 체류(비자) 및 활동범위

5. 영주권취득

7.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친지 초청

Ⅲ. 외국인등록 · 체류

체재자격
주재(D-7)

1. 외국인등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기업투자(D-8)

1) 등록대상

무역경영(D-9)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 예외(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2) 등록시기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초과 체재하려는 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을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즉시)

3) 신청장소
4)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여권
- 외국인 등록신청서 (출입국 사무소에 비치)
- 컬러사진 (3.5cm×4.5cm) 1매
- 수수료 : 30,000원 ※단, 기업투자(D-8)은 면제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문화예술(D-1)
유학(D-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와 HIV 및
마약 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는 필수 항목)결과를 포함한
채용 신체 검사서
※ 지정의료기관 목록 ▶ www.hikorea.go.kr 배너
“회화지도자격 신체검사 의료기관” 참고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대상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았거나 해외
체류기간이 입국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 시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교육과학기술부(시 · 도 교육감) 주관 하에 모집·선발된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문직업(E-5)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술흥행(E-6)

•채용신체검사서
•HIV검사음성확인서 지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등 교사 직종의 경우 추가

필요서류

특정활동(E-7)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재학증명서

비전문취업(E-9)

•채용신체검사서

•기타연수 : 연수기관 설립 관련서류
•지국 · 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교(D-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산재 또는 상해보험가입 증명원

•초, 중, 고 재학생 : 재학증명서

취재(D-5)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와 HIV 및 마약
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는 필수 항목)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 지정의료기관 목록 ▶ http://www.hikorea.go.kr/
배너 “회화지도자격 신체검사 의료기관” 참고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사본

선원취업(E-10)

•대학부설 어학연수 :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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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증명원

일반연수(D-4)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구(E-3)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연수(D-3)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지도(E-4)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체재자격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학원, 대학 등 회화지도 강사(학교장이 직접 고용하는 영어보조교사 포함)

-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함)

▷ 본인이 직접 주소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가서 한다.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문동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동거인 주민등록등본

방문동거(F-1)

•가사보조인 : ①주한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공관원의 ID카드 사본

②고액투자외국인의 가사보조인 등 : 고용주 외국인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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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자격
거주(F-2)

•해당없음

동반(F-3)

•동반한 자(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영주(F-5)

•해당없음

결혼이민(F-6)
기 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
(H-2B, D, E, F)
방문취업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H-2C)

※ 외국인 등록증 읽기

필요서류

- 단기체류자(C계열 - 최대 90일 이내) :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이 체류기간 만료일이다.
- 장기체류자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외국인
등록증 우측하단에 기재된 날짜가 체류기간 만료일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한 경우에는 뒷면에 기재된 날짜가 체류
기간 만료일이다.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국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해당없음
•여행일정표 또는 활동계획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취업한 경우에 한함)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

- 결혼이민자의 경우 : 결혼이민자는 장기체류자 혹은
영주권자와 동일하다.

외국인등록번호 / 여권상 이름 / 여권상 국적
/ 한국내 주소 / 체류자격 발급 날짜(윗줄),
체류기간이 끝나는 날짜(아랫줄)
※ 체류가 끝나는 날짜 전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1) 재발급사유 분실, 훼손, 기재란 부족, 외국인등록사항(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국적)변경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거소(F-4) : 재외동포 거소신고 참조
※ 영주(F-5) : 자격변경(자격부여)시는 제출한 서류로 갈음.
※ 접수 심사 처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사안에 따라 첨부 서류 가감 가능

※ 여권 · 사증의 유효 · 체류기간 확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권 및 사증의 각 기간을 확인해 두어야만 체류기간 연장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다.

2) 신청시기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3)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신청사유 소명자료(분실한 경우)
▷ 칼라사진 (3.5cm×4.5cm) 1매
▷ 구 외국인 등록증(훼손, 기재란 부족, 법 제35조제1호에 의한 외국인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받는 때) ▷ 수수료 30,000원 ※면제 : 기업투자(D-8)

3. 외국인 체류(비자)및 활동범위
1) 외국인의 체류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 : 체류기간 제한 없음

※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2) 체류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취업
여권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
되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 한국입국 비자 읽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대한민국 사증 견본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 부터 가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 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Life in Busan 외국인을 위한 부산생활 가이드북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만 근무
하여야 한다.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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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외국인 등록, 변경, 비자업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중구 중앙동4가 77-1) T.051-461-3165, F.051-461-3128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을 참고 하면 된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 출입국, 비자, 체류 관련 상담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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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체류자격별 구비서류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구분

구분

관련절차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재입국허가 대상》
- 등록외국인이(규제자 제외) 체류기간 범위 내에 1년 이상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도 1년 이상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재입국허가가 필요한 경우》
- 체류기간 범위 내 출국 후 1년 이후 2년 이내 입국하고자 하는 아래 대상자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함.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을 가진 외국인
•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업투자(D-8-2),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거주(F-2, 단, 고액투자가인 F-2-5 제외), 동반(F-3), 방문취업(H-2)을 가진 외국인
- 체류기간 범위 내 출국 후 1년 이후 3년 이내 입국하고자 하는 아래 대상자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업투자(D-8-1), 거주자격 소지자중 고액투자(F-2-5) 자격을 가진 외국인
※ 입국규제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해야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소지한 자격이 상실됨.
《재입국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 등록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출국 후 1년 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않아도 됨.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가 제외)
-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국민 및 칠레 국민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영주(F-5)자격 소지자의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출국 후 2년 이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재외동포(F-4)의 경우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복수 재입국허가가 불가한 경우》
- 산업연수(D-3), 구직(D-10),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체류 자격자의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출국 후 1년 내 입국 시에는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지만,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복수재입국허가 신청은 불가함.
-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 국민은 상호주의에 따라 복수재입국허가 신청이 불가함.
《재입국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 재입국 허가 신청서
- 외교(A-1), 공무(A-2), 협정(A-3)의 경우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수수료 : 단수재입국허가–3만원, 복수재입국허가–5만원
《수수료 면제경우》
1) 국제관례에 의한 면제 -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 일반여권 소지자로서 공무수행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
2) 상호주의에 의한 면제 - 14세 미만의 아르헨티나 국민, 영국 국민, 대만 국민
3) 기타 면제
- 국민의 배우자(F-2-1), 유학(D-2), 어학연수(D-4-1) 소지자,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 정부 등 초청 국비장학생의 경우 해당기관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 공문 제출자

《구비서류》
①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해당자)
④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⑤ 수수료 : 12만원 ※단, D-2, D-4-1 은 수수료 면제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번없이 1345,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T.051-461-3165)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등으로 대리 입증)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
-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당일 출국하는 국민의 배우자(F-2-1), 방문취업동포(H-2-A)
체류자격에 대해 체류기간 범위내의 1년 이상 2년 이내의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
- 온라인신청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청 www.hikorea.go.kr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 체류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
연장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국민의 배우자(F-6)등 대리인이 불가능한 자격이 있으니 확인 요망)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필요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참조)를 준비하여 신청한다.
단, 신청당일 본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www.hikorea.go.kr에서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참고
《기본 구비서류》
①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
④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해당자)
⑤ 수수료 : 60,000원, F-6비자 : 30,000원

-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원칙적으로는 출국하여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
-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방법
-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구비서류》
①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서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외국인입국허가서 ④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⑤ 수수료 : 10만원 ※면제국가 : 영국국민, 아르헨티나의 14세미만, 기업투자(D-8)로의 체류자격 변경 시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번없이 1345,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T.051-461-3165)
-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병행하고자 하는 활동이 전일근무 등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출국하여 새로운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거나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 외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은 경우

•90일 이하 단기사증소지자

• 여러 직장을 갖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한 경우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고유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체류자격
외 활동

관련절차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자 할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Life in Busan 외국인을 위한 부산생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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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로그램 참가시 지참물

4.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국제결혼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사증 발급절차,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국제결혼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외국인 배우자를 잘 이해
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 국제 결혼안내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본인 입증서류)

10)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이수증은 온라인에서도 출력 가능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이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
또는 이수증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
※ 프로그램 이수증은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게

2) 국제 결혼안내프로그램 실시

되며, 기간 경과 시 재이수해야 한다.

▷ 2010년 10월 6일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실시
▷ 2011년 3월 7일부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3)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
*특정국가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배우자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결혼동거 사증발급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4)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5. 영주권 취득 (F-5)
아래 대상자의 경우, 각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상
①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자
②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2년 이상 체류자
③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로 5인 이상 국민 고용자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④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자

교제한 경우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⑥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⑦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 중 국내기업에 고용된 자,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⑧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가 국내 체류기간 3년 이상, 국내기업에 고용

5) 프로그램 과정(3시간)

되어 임금을 받는 자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 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⑨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⑩ 대한민국 특별공로자
⑪ 60세 이상으로서 해외로부터 연금수혜자

6)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⑫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거주요건을 갖춘 자

7) 신청방법 : 온라인(www.socinet.go.kr)을 통해

⑭ 거주(F-2) 자격으로서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⑬ 거주(F-2) 자격으로서 3년 이상 체류자

사전 신청 후 정해진 일시에 프로그램 참여

⑮ 기업투자(D-8) 자격으로서 3년 이상 체류하고,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 회원가입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신청” 입력 및 접수증 출력

국민을 고용한 자
⑯

8)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하고 특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

▷ 일시 : 매주 또는 격주(1, 3주 또는 2, 4주) 수요일
▷ 장소 :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가 지정하는 장소
※ 운영 일시, 장소 등은 사무소 사정에 따라
인터넷사이트(www.socinet.go.kr)에 게시된 프로그램 운영일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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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이민자인 경우

6. 국적 취득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대상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 중인 자 중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변경신청서(F2→F5),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자국 범죄기록증명서
- 재산관계 입증서류(아래 중 하나)
•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
•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통지우편물, 공공
요금 납부영수중,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추가서류
• 실종선고 판결문
•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법원 판결문 등의 공적 서류
• 미성년자 양육 증명서류 : 자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판결문 등
•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국민의 미성년외국인자녀(F-2-2)인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 출생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200,000원

3) 영주자격 취득시 유리한 점

아래 대상자의 경우, 각 자격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
취득신청을 할 수 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부모의 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2) 결혼이민자의 경우
(1) 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①호나 ②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 ①호나 ②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

▷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자격이 유지된다.
▷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영주자격의 상실
영주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영주자격을 잃게 된다.
▷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자
▷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자
▷ 거주자격을 소지한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가 영주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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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화 신청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 부착
② 여권 사본 1부
③ 본국범죄경력증명서
④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률혼
성립 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재정관련 서류 :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취업예정사실증명서
⑥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중국인인 경우 호구부 및 친속관계공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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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귀화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⑧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
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⑨ 가족관계통보서
⑩ 수수료 : 300,000원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국적취득절차
① 귀화허가 신청서 및 서류제출
- 귀화허가 신청은 상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 및 접수한다.
② 자격조사 및 면접
- 신청을 하면 서류 및 실태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 면접심사일 2~4주 전에 통지서가 도착하므로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②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③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이혼 또는 별거)된 경우
(다음 중 1개 이상)
- 판결문(형사판결문, 이혼판결문)
- 판결 이전의 이혼조정결정문(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접수)
-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한 경우 :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배우자가 때린 경우 : 병원 진단서(배우자의 폭행사실 기재, 증거사진)
-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④ 이혼 또는 별거 사유와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중 직접 출생한 자녀를 양육
하는 경우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면접을 통해 한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한다.
-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1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 (총 2회의 기회가 주어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
-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기간 단축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F-2) 자격 변경 시 가점 부여
- 영주자격(F-5-1)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면제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접수
③ 귀화허가 결과통지
- 적격심사 절차 후 최종 심사를 거쳐 귀화허가 결과가 통지되며, 처리기간은 매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공지된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허가통지서의 성명, 생년월일등 기재사
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가까운 시청 · 구청 · 읍 · 면사무소 등에서 기본증명서 3통을 발급받아
아래 기관 방문 시 소지/제출
④ 외국국적포기(본국 대사관)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출입국관리사무소)
-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본인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 알아두기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책임이 외국인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적취득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 1년이 지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적회복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외국국적을 포기할 경우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포기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 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대사관 등에 귀화허가통지서 제출 시 복사본을 제출(원본은 본인 보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서약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본국 국적도 유지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처우된다. 예를 들어 출입국할 때 국내 공항, 항만에서는 한국여권만 사용
※ 복수국적 불인정 국가(중국 등)의 경우 해당국가 법률에 따라 원국적이 상실될 수 있음
(본국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본국 대사관에 문의)
⑤ 주민등록 신고
- 귀화허가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
자치센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⑥ 외국인등록증 반납(출입국관리사무소 · 우편송부도 가능)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반납(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
인등록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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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친지 초청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친지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부모나 친지가 직접
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각 국가 내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따라 비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초청 가능한 친척의 범위가 각각 다르다. 정확한 정보는 각
국가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는 게 좋다.

※ 주요 재외공관 연락처
주요 재외공관

연락처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1-202)939-5600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86-20) 8532-0404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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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3452-7611
662)247-7537

1. 집 · 전기 · 수도 · 가스 · 냉난방

6. 소비경제생활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84-4) 3831-5110

2. 운전 · 교통

7. 임신 · 육아 · 교육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976-11) 32-1548

3. 통신

8. 건강과 의료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63-2) 856-9210

4. 생활쓰레기 처리

9. 사회보장제도

5. 공공기관 · 편의시설 이용

10. 취업과 근로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62-21) 2967-2555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855-23) 211-900/3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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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전입신고(주택임대차보호대상)
- 주택임대 시, 그 계약을 공공기관에서 공증하여, 입주자가 임대기간 만료이전에 집주인의
경제적상황이 나빠져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일정액의 전세금과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법적장치이다.

1. 집 · 전기 · 수도 · 가스 · 난방
1) 집

-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31조 및 36조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해야한다.

(1) 집 종류
아파트
· 5층 또는 그 이상 높이의 주거단지
· 수위와 관리자 근무
· 상가 등 편의시설과
공용주차장이 있음
연립주택
· 서구식 콘도미니움
· 4층이나 그 이하 높이
· 수위와 관리자 근무

오피스텔
· 사무소와 아파트의 복합형태
· 수위와 관리자 근무가능
· 공용주차장이 있음

거주와 사무소 겸용으로 세워진 빌딩으로, 방의 수와 형태에
따라 원룸, 2룸, 3룸, 호텔식원룸, 아파트형원룸 등으로
구분된다.

단독주택
· 단일 가족 주택
· 정원이나 마당
· 가스 공급

다세대주택
· 소규모 아파트, 저층 건물
· 수위와 관리인이 없음
· 공용주차장 있음

(2) 집구입
▷ 관련법령
- 한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매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 거래관행이다.
-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어떠한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지와 어떤 용도의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르다.
▷ 거주용 주택의 구입
- 전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할 경우, 그 중개업자의 신용과 경험을 확인한 후 계약
할 필요가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 등 모든 수속을 부동산에서 대리해준다. (의뢰장 작성시)
- 영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할소-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이 필요)
(3) 집임대
▷ 계약 종류

전세
(보증금제도)

월세

•1~2년의 임대계약 후, 전세금을 선불한다.

•입주할 때 잔금을 지불

•계약종료 후에 전세금은 전액반환

•입주자는 입주당시의 주택상태를 유지하지

•계약시에 전세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서 지불

-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하여 효력이 발생 한다.
- 등기소, 공증사무소, 지역 관청 등에서 확정일자를 취득한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대계약서를 지참)
주민등록 + 인도(이사) =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고
주민등록 + 인도(이사) +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 법인 명의로 렌탈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다.
▷ 집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 등기부 열람 및 집주인 본인 명의 확인 : 계약체결 전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의 주인 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
한다. 저당 등의 임대인의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건물의
가치에 비해서 저당채무가 많은 건물은 임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
- 집 임대차 계약 : 임대주택의 사용부분,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지급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입주 일을 확인 한다.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보통 1년~2년 정도가 보통이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
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존속기간은 2년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 관리비 : 임대료에는 전기, 가스, 수도, 냉난방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임대인이 부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물공동관리비(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않으면 안된다.

•1~2년의 임대계약 후, 소정의 보증금을

•계약시에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서 지불

지불하고 매월 집세를 지불
•보증금은 집세의 10~20배 정도

•입주할 때 잔금과 1개월분의 집세를 선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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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밟아둔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의
법적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퇴거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게
해주어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 전입
신고를 하고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만일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 전입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긴 경우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부산광역시 기준)
1. 주택 (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부산시 조례 제2조, 별표1)
구 분

거래금액

매매 · 교환

임대차 등

상한오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

-

비고

상한금액

매매 · 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Life in Busan 외국인을 위한 부산생활 가이드북

1천분의 9

※ 부가
가치세는
별도임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비고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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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토지취득신고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구비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등기관청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사본(지점인 경우 지점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토지취득 계약서,
등기원인 증명서(검인계약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비고

상한금액

-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개인, 한국에 지점 개설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거주 목적 이외에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토지법과 부동산등기법을
적용받는다.

거주외국인 부동산 취득절차

2) 그 외 토지, 상가 등
구 분

<거주 외국인>
▷ 형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2.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1)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구 분

(4) 부동산 취득 절차

토지 취득 신고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비거주 외국인>
비 거주 외국인은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기업이나 외환거래법에 명시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지칭한다. 비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토지법과 외환거래법, 부동산
등기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① 개인은 한국 입국 전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해당국에서 발행된 거주증명서나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주소지 관련 서류. 법인의
경우도 한국 입국 전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합법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한 주소지 관련 서류
② 자본 액수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한국에 자본을 유입할 경우 외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 서류 : 토지취득 계약서, 부동산 현황 조사보고서, 부동산 감정서, 부동산 등기부 등록.
개인은 부동산 매각 후 이를 신고해야 하며, 자본이 한국에서 외국 은행으로 이체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③ 대금지급 후 토지취득신고(외국인토지법)
비 거주 외국인은 부동산을 구입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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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한다. 등록번호는 토지 등기부 등록에 필요하다.
•비 거주외국인
- 신청기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출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여권 사본
•비 거주 법인
- 신청기관 : 토지소재지 시 · 군 · 구청지적과

② 부동산등기
-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 (잔금지급일 )부터 60일내
- 등기기관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등기 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주소지증명서 : 재외공관발행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부동산태평양)

- 제출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해당국가(주한대사관 포함)에서 발급한 법인등록 · 대표자
· 대표자주소지 증명서류 등
•대리인 이용
- 대리인 국적확인용 신분증,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5)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⑤ 부동산등기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로는 주소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등기 신청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원인 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등이 있다.

「등기예규」제1393호
외 국 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구분

필요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함)

※ 위임 시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필요

1. 처분위임장
□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
○ 위임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를 기재(예 :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 등)
○ 본국(국적취득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경우 그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경우 본인의 서명을 함

비거주외국인 부동산 취득절차

부동산
계약체결

부동산
취득신고
(외환거래법)

부동산
취득
대금지급

토지취득
신고
(외환거래법)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영주권자(재외국민)>
▷ 형태
-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내 부동산 취득 시 토지취득 신고대상
에서 제외되며, 또한 국내 거주와 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
도 제외됨
- 영주권자의 주민등록이 존치할 경우에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으나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 재외동포 중 외국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는 달리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 되므로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시민권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 적용법률 : 부동산등기법

영주권자 부동산 취득절차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
- 신고기관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 구비서류 :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Life in Busan 외국인을 위한 부산생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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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입
국
하
지
않
은
경
우

2. 인감증명
□ 본국에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경우(예 : 일본 등)
○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
□ 본국에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없는 경우(예 : 미국 등)
○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
이나 이에 대한 공증을 첨부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본국에 주소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예 : 일본 등)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첨부
□ 본국에 주소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 : 미국 등)
○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
□ 본국에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없으나, 그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그 사본(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거나,
○ 또는 그 증명서 사본(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에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 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주소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4.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전 ·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을 첨부
5. 번역문
□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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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구분

처
분

입
국

필요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함)
1. 인감증명
□ 본국에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경우(예 : 일본 등)
○ 위임장 등에 날인한 인감에 대한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제출
□ 본국에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없는 경우(예 : 미국 등)
○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서명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대한
공증서면 또는 주한 본국 대(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음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음
2.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도 가능
□ 따라서 앞서 기술한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하거나 위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해도 됨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현재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
구분

1. 처분위임장
□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가 기재되어야 함
(예 :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 등)
□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본인의 인감을 날인 함

처
분

입
국
하
지
않
은
경
우

입
국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국내에 체류지가 없을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체류지로 본다)에게 함
□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음

취
득

□ 수임인의 신청
○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음.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함
○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함

첨부서면은 위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도
가능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처분시와 같음)
□ 외국주재 대한민국 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을 첨부
□ 다만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부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함

2.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내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첨부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토지취득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음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처분시 첨부할 서면과 같음

2. 인감증명
□ 인감증명의 제출
○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함(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참조)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외국주재 대한민국 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함
□ 다만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부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음

3.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의 첨부서면 및 변역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는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음

취
득

필요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함)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등기권리자(취득 ·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대법원소재
관할 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없음
□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새로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음
3.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수 있음

□ 수임인의 신청
○ 수임인은 그가 본인(재외국민)의 대리인임을 증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음.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함
○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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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 한국전력공사 www.kepco.co.kr

《부산지역 외국어 가능 공인중개사 현황》
영어 - 17개소
연번

구·군

사무소 명칭

글로벌 중개사

사무실

휴대폰

1

중구

리치

조창래

242-2727

010-4875-3262

2

중구

대야

박한호

255-7897

010-8412-3436

3

중구

남상복

남상복

231-3030

010-2835-0006

4

동구

NEW 시티

김경원

469-0197

010-3007-7341

5

부산진구

예스

임영희

816-0806

010-9334-5281

6

부산진구

롯데

이동욱

866-1441

010-8947-4233

7

동래구

중앙

김동원

961-4989

010-5523-4414

8

사하구

서우

김정준

207-9900

010-4945-8955

9

사하구

삼성

김주호

262-2545

010-8571-2250

10

해운대구

선수

손혁기

526-2345

010-2573-4841

11

해운대구

송천

박봉옥

525-7200

010-9517-5000

12

해운대구

팔레드

이강석

731-7114

010-7302-5730

13

해운대구

명품

구본국

784-8949

010-4856-9998

14

해운대구

제니스

김재곤

744-4252

010-3813-0090

15

해운대구

롯데

김성환

701-7288

010-2573-7039

16

사상구

OK

주혜경

326-6633

010-3400-1111
(소속공인중개사)

17

강서구

가인

이경화

271-5900

010-3252-5926

연번

구·군

사무소 명칭

글로벌 중개사

사무실

휴대폰

1

동구

금성

김종관

645-1588

010-2511-5588

2

동구

다현

전경옥

631-3334

010-6363-3334

3

부산진구

리치

최재구

802-7500

010-3568-7257

4

남구

네고

황순철

611-4599

010-2290-8012

5

북구

우리

공길진

336-7200

010-3558-5016

6

해운대구

태영

고재일

701-4800

010-2559-5225

7

해운대구

탑

임재민

731-7070

010-4557-1141

8

사하구

동방

박경숙

293-3300

010-5522-0447

연번

구·군

사무소 명칭

글로벌 중개사

사무실

휴대폰

1

금정구

삼성

최홍화

532-8939

010-3191-3373

2

수영구

광안 상떼빌

김은경

755-7100

010-9932-8817

3

기장군

동남

배지현

723-4933

017-873-6678

일어 - 8개소

중국어 -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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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누진 계산된다. 지역별 전기요금을 확인
하는 날짜가 다르고 요금 납부일도 차이가 있으며,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TV수신료가 함께 부과되고 있다.
(1) 이사 시 처리요령
독립된 전기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매매, 임대로 사용자가 바뀌
면 권리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 이전거주자에게 미납요금
이 있으면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납부하여야 한다. 이사일 이전
사용분에 대하여는 이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협의하고,
한전에 전화하여 사용량 및 요금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2) 명의변경
▷ 한국전력공사를 직접 방문, 우편, FAX로 할 수 있다.
(문의 : 국번없이 123)

3) 수도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water.busan.go.kr
부산의 수돗물은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담당한다.
요금은 매월 검침일에 검침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다.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건물에도 수도계량기가 1개 설치된 경우도
있고 가구별로 독립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는
전체 요금을 세대별로 나누어 부과한다.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온다든지 하면 누수가 의심되므로 관할 수도 사업소에
전화로 신고 하여 확인을 요청한다. (문의 : 국번없이 121)

4) 가스 LPG가스 · 도시가스
중간밸브를 열고 가스를 점화하여 사용한다. 사용이 끝나면
꼭 중간밸브를 잠근다. LPG가스 ·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는 가
스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스가 새는지 점검하
려면 주방용 액체세제를 물과 1:1로 섞은 다음 호스의 연결부
분 주위에 발라본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정상이고 거품이 발
생하면 가스가 새는 것이므로 즉시 수리해야 한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스회사에서 안전점검을 하
러 온다. 이때는 가능하면 외출하지 말고 있다가 꼭 점검을 받
고, 부득이 집을 비우게 되면 집주인이나 이웃사람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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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냉 · 난방

2. 운전 · 교통

(1) 보일러
보일러 시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연탄을 사용하는 연탄보일러, 기름을 사용하는
기름보일러,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보일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도시가스보일러가
있다. 연탄보일러는 가격은 싸지만 연탄을 시간에 맞춰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기름보일러와 LPG가스보일러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름과 LPG가스가 떨어지면 그때마다
주문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가장 좋은 것은 도시가스보일러이다. 도시가스는 파이프를
통해 늘 공급되고, 취사와 난방에 모두 쓸 수 있고, 가격도 싸다. 방을 얻을 때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도시가스가 설치된 방은 월세가 비싸지만 난방비
를 많이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다.

부산광역시 교통정보 traffic.busan.go.kr

1) 운전면허 운전면허시험관리단 dl.koroad.or.kr
(1)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절차는 한국인과 같음)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접수

(2) 전기난로 · 전기장판
전기난로와 전기장판도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무척 많이 나오므로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불합격 다음날부터
재응시 가능

학과접수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함

불합격

학과시험
합격

(3) 가스난로
실내 난방용으로 많이 쓰지만 잠잘 때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가스난로를 켜놓고
자다가 산소부족으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자주 환기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능접수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불합격

기능시험

(4) 에어컨
여름철 냉방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전기요금의 부담이 크다. 한국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 에서 백화점과 호텔, 대형 마트,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하고
있다.

1, 2종 보통면허 합격
기타면허 합격

연습면허발급

도로주행접수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불합격

도로주행시험
합격

본 면허발급

※ 자세한 정보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dl.koroad.or.kr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
운전면허 시험장 : 대표전화 1577-1120 (전국)

(2) 국제운전면허증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유효기간(입국일로부터 1년간) 내에 한하여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단, 산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고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에 한해 운전할 수 있다.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운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국제면허증 소지자라도 운전은 금지된다. 면허증을 소
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면허증 휴대의무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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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면허증의 국내면허갱신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
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다.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
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다.
▷ 국내면허 인정국가란?
-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중 선택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 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
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 대리접수 불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2015.05.15 경찰청 고시》
지역
아시아
(26개국)

아메리카
(22개국)

유럽
(39개국)

국 가 명
뉴질랜드, 네팔,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쿡아일랜드, 키리바시, 태국,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팔라우, 필리핀, 홍콩

외국면허를 국내면허 갱신 시 구비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한 여권)
외국인등록증원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칼라사진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처음 입국일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 12,500원(인정국가), 20,000원(불인정국가)

(4) 자동차 등록 및 보험가입
▷ 신규등록
- 자동차 구입 후 신규등록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해야 한다.
-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무료로 신규등록 서비스를 대행한다, 구비서류는 한국인과 동일하고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여권)이 필요하다.
- 자동차회사가 등록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 정식 등록이 되기 전에 임시 운행번호판이 교부되며, 10일 이내 기간동안 운행이 가능하다.
▷ 자동차 보험
- 자동차의 구입 시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운전스타일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한다.

※ 오스트레일리아는 25세 이상자, 뉴질랜드는 취득후 2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서만 적용

[국내 손해보험사]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안티구아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아칸소주)

차티스(AIG손해보험)

www.aiggeneral.co.kr

080-6070-201

삼성화재보험

www.samsungfire.com

1588-5114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
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그루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현대해상화재보험

www.hi.co.kr

1588-5656

LIG손해보험

www.lig.co.kr

1544-0114

동부화재

www.idongbu.com

1588-0100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1588-3344

한화손해보험

www.hwgeneralins.com

1566-8000

※ 오스트리아는 97. 1. 1. 이후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시험면제 중, 국내면허 인정국가로 간주하여 적용

*

중동
(12개국)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31개국)

가나,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잠비크, 보츠
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스와질랜드, 앙골라, 에리트레
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모로, 코트디부
아르, 콩고공화국

표기국은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국가임(1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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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 · 지하철 · 택시

《정기승차권》

(1) 시내버스 bus.busan.go.kr
▷ 지하철과 함께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이다. 시내버스에는
일반 버스, 급행버스, 좌석버스, 심야버스가 있고 시내버스가 충분치
못한 고지대 거주자를 위해 마을버스도 운행 되고 있다.
▷ 버스요금은 교통카드와 현금이용이 가능한데 교통카드 이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15. 7월 기준

버스요금 단위 : 원

버스종류
일반버스

구분

교통카드

현금

어른

1,200원

1,300원

청소년

800원

900원

어린이

350원

400원

1,010원

1,100원

680원

800원

260원

300원

어른
마을버스
(일부지역 청소년
제외)
어린이

버스종류
급행버스
(좌석)

심야버스

구분

교통카드

현금

어른

1,700원

1,800원

청소년

1,350원

1,700원

어린이

1,200원

1,300원

어른

2,100원

2,200원

청소년

1,550원

1,900원

어린이

1,400원

1,500원

구분

운임

1일권

4,500원

발매당일 구간 및 횟수제한 없이 사용

이용안내

7일권

20,000원

7일간 구간제한없이 20회까지 사용

1개월권

55,000원

30일간 구간제한 없이 60회까지 사용

•반환 시에는 사용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과 수수료 공제 후 반환한다.
•반환금액 = 정기승차권 보충금액 - (1구간 교통카드요금 × 사용횟수) - 100원
•보충일로부터 1개월권은 30일, 7일권은 7일이 경과한 경우 반환 금액이 없다.

《단체 할인승차권》20인 이상
할인율(교통카드) 기준
어른

청소년

어린이

10%

10%

10%

비고
종이권 기준 18~20% 할인

예약 : 홈페이지 도시철도 이용안내 > 승차권예약 > 단체승차권

(2) 지하철 부산교통공사 www.humetro.busan.kr
▷ 지하철은 복잡한 도심을 가장 빨리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다. 부산의 지하철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부산김해경전철이 현재 운영 중이다.
▷ 지하철 운임은 1구간(10㎞까지)이 1,300원, 2구간(10㎞초과)이 1,500원이며, 지하철역의
자동발매기를 이용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요금의 10%가 할인되며,
편리하다.

《주문제승차권》 액면금액의 15% 할인
•정액승차권(5,000원부터) 30매 이상, 종이승차권 200매 이상
•예약 : 홈페이지 도시철도 이용안내 ➜ 승차권예약 ➜ 주문제승차권

▷ 운임표
《교통카드/종이승차권》
교통카드
구분

어른

1구간 1,200원

보통승차권
어린이

950원

600원

1,300원 1,050원

650원

700원

1,500원 1,200원

750원

2구간 1,400원 1,100원

어른

청소년

다자녀가정
· 어린이

청소년

•어른 : 만19세 이상, 청소년 : 만13세이상 ~ 만18세이하,

어린이(할인) : 만6세이상~만12세이하, 초등학생 또는
다자녀가정 구성원
•무임(우대권 발급)

- 경로우대자(만65세이상),
장애인(1-3급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1-7급),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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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철

Tel. 055-310-9800 http://www.bngmetro.co.kr

(3) 택시
▷ 일반택시와 모범택시, 콜택시, 등대콜, 대형택시가 있다.
일반택시
택시정류장에서 이용할 수 있고 빈 택시의 경우 빨간색으로 “빈차”라고 표
시하고 택시의 캡에 불이 켜져 있다. 기본요금이 2Km에 2,800원이며 주행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된다. 심야시간대(0시~4시)는 20% 할증된 요금이
적용된다.

《운임표》
구분

대상

일반

교통카드요금

1회권 운임

1구간

2구간

1구간

2구간

만 19세 이상

1,200원

1,400원

1,300원

1,500원

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950원

1,100원

1,050원

1,200원

어린이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

600원

700원

700원

800원

장애인

1~3급은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1급은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우대권

모범택시
검정색에 노란색 캡이며, 무료 카폰 서비스와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고 영
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주로 외국인이 많은 공항, 호텔, 관광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기본요금이 3km에 4,500원에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된다.

콜택시

승객이 원하는 장소로 추가요금 없이 원하는 택시(일반 또는
모범)를 부를 수 있다.

▷ 등대콜 : 콜택시이자 브랜드 택시로, 신용카드 결제가 되고, 통역서비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를 받을 수 있다.

무임(신분증명서 휴대시)

- 통역이용시간 : 24시간 (토 · 일요일 포함)
- 등대콜(051-600-1000), 관광협회(국번없이 1330 : 통역서비스)

- 만 65세 이상 경로자는 일반 운임 적용.
- 유아(만 5세 이하)는 보호자 동반시 무임.
- 유아가 단독 또는 단체로 여행할 때,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는 어린이로 구분.

대형택시
검정색에 노란색 캡이며, 5~10인승 이하 승용차량으로 탑승인원이 많을
때나 짐이 많을 때 이용하기 편리하다. 요금은 모범택시와 동일

《광역환승운임》
-

일반 500원, 청소년 260원, 어린이 100원(교통카드 한정)
환승방법 : 하차 후 30분 이내, 2회에 한함. 단, 동일노선은 제외
환승 후 경전철 2구간 이용 시 추가운임 : 어른 200원, 청소년 150원, 어린이 100원
광역환승운임 징수 시 선승수단과 후승수단간 요금 차액이 있을 경우 후승수단에 그
차액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카카오택시
스마트폰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출발지 및 도착지를 직접 선택
하고 택시기사를 호출하여 비교적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간구분》
구분

기준

1구간

외곽 1구역 (가야대 ~ 인제대) ↔ 중심구역 (김해대학 ~ 평강)
외곽 2구역 (대저 ~ 사상) ↔ 중심구역 (김해대학 ~ 평강)

2구간

외곽 1구역 (가야대 ~ 인제대) ↔ 외곽2구역 (대저 ~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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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승할인제

(2) 환승안내

(1) 교통카드
▷ 한국의 대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교통
카드 하나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승차할 때
보다 할인을 받는다.
▷ 교통카드의 구입은 지하철역, 부산은행, 버스정류소 인근의 교통카드판매소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카드종류에 따라 최초구입비는 3,000원~8,000원이고, 필요한 금액만큼 재충전
하여 사용하면 된다.
▷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 환승이란?
타고 있던 교통수단(일반버스, 지하철, 급행버스, 마을버스)에서 같은 또는 다른 교통
수단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2. 환승(요금)할인제란?
환승할 경우 나중에 타는 일반버스, 급행버스 또는 지하철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 일반버스(1,200원) → 일반버스(1,200원) : 1,200+0 = 1,200원 (▲1,200원)
일반버스(1,200원) → 도시철도1구간(1,200원) : 1,200+220 = 1,400원 (▲1,000원)
도시철도1구간(1,200원) → 마을버스(1,010원) : 1,200+200 = 1,400원 (▲810원)
3. 환승(요금)할인제 시행 개요
대 상 : 일반버스 ↔ 지하철 ↔ 마을버스
방 법 : 먼저 탄(선승) 교통수단에서 하차 후 30분 이내에 같은 교통수단 또는 다른 교통
수단으로 갈아탈 경우 요금할인혜택이 있다. 2회까지 환승할 수 있다.

구분

항목

지하철

시내버스

•업체별 : 부산하나로 카드 / 마이비 카드 / T-money / 후불제 교통카드 / 캐시비

하차 후
30분이내 탑승

•종류별 : 일반용, 청소년용, 어린이용

종류

•형태별 : 일반카드, 모바일 앱, 제휴카드, 액세사리 카드, 사원증
※ 어린이용 카드는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초등학생이면 구입할 수 있고 반드시

이용카드

구매 및
보충방법

4. 요금 적용 안내
동일 노선으로 환승할 경우에는 요금 할인 혜택이 없음

부산은행에서 유효기간 등록 후 사용 가능

이용범위

마을버스
하차 후
30분이내 탑승

•교통분야 : 대중교통 요금지불과 유료도로, 주차장 요금, 택시비
•유통분야 : 음식점,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할인매장에서 지불수단
•편의시설 : 영화관, 운동경기장, 자판기, 공원, 극장, PC방 등 편의시설
•민원행정분야 : 무인 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부가기능 : 대학 캠퍼스 내 학생증, 신분증, 출입통제 수단
•부산하나로 카드 : 부산시 전 지역,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울산, 양산, 포항,
제주 등의 도시철도 및 버스
•마이비 카드 : 부산,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울산시, 경상남도(마산, 창원, 진해,
진주, 양산, 밀양, 김해)
•T-money 카드 : 부산,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울산시, 대구시,
경상남도(창원, 진해, 거제, 밀양)

⦁내의 ‘O’는 할인가능 ‘X’는 할인없음을 말함
지하철

(요금)출구 통과

지하철

지하철

10번 버스

지하철

예) A가 서면 지하철역에서 (요금)출구를 나와 화장실 등을 이용한 후 30분 이내에 서면 지하철역(또는 다른 역)
에서 다시 지하철을 탑승할 경우 환승으로 인한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규정된 요금을 부담
해야 한다.
주의) 지하철과 지하철 사이에 버스를 경유하든,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바로 갈아타든 (요금)출구를 나왔을
경우에는 뒤에 타는 지하철에 대한 환승 할인 혜택이 없으므로 유의할 것.
* 승강장 : 지하철을 직접 타고 내리는 장소
* 대합실 : 외부에서 지하철 역내로 들어와 승강장으로 내려가기 전의 장소

•일반판매소, 지하철역사, 편의점,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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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간 환승은 현행과 같이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만 요금할인이 가능
- 지하철 승강장을 벗어나 (요금)출구를 나온 후 다시 지하철을 탑승할 경우에는 환승에
따른 요금 할인 혜택 없음

5. 환승관련 유의사항
- “환승횟수 2회”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30분 이내 2번까지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교통수단을 연속해서 3회까지 이용 가능)
- 환승할 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 기준

⦁내의 ‘O’는 할인가능 ‘X’는 할인없음을 말함
10번 버스

으로 해당 교통수단의 요금을 내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교통카드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야한다.

10번 버스

- 다른 교통수단 간 환승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요금(일반 200원, 청소년 130원,
10번 버스

11번 버스

10번 버스

10번 버스

지하철

10번 버스

예) A가 대연동에서 10번을 타고 서면에서 내려 지하철(또는 11번 버스)를 이용하여 동래로 와서 다시
10번을 타는 경우처럼 이용교통수단 중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동일 노선버스가 있으면 나중의 동일
노선 버스는 환승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의) 버스와 버스 사이에 지하철, 버스를 경유하더라도 동일 노선이 있으면 뒤에 타는 동일 노선은 환승 할인
혜택이 없음을 유의할 것.

어린이 50원)은 교통수단을 환승할 때 한 번만 내면 된다.
예) 급행버스 → 도시철도1구간 → 일반버스 : 1,700 + 200 + 0 = 1,900원(▲2,200원)
- 이용하는 교통수단 간의 요금 차이가 날 경우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에
달할 때까지 내야하며 이를 기본요금으로 한다.
예) 도시철도1구간 (1,200원) → 일반버스(1,200원) → 급행버스 (1,700원)
: 1,200 + 200 + 500 = 1,900원(▲2,200원)
- 교통카드는 유형에 맞게 일반인은 일반용 카드를, 청소년은 청소년용 카드를,
어린이는 어린이용 카드를 사용해야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시내버스가 고장이 났을 경우 고장 난 차량에서 하차할 때 단말기에 접촉을 해야
하며 대체차량에서는 단말기에 일체의 카드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대체 차량에서
환승을 하고자 하는 장소에 하차하여 원하는 교통수단으로 환승을 하면 된다.

버스를 하나의 카드로 2인 이상의 요금을 동시에 지불할 경우 카드소지자 1인만 환승에

환승대기시간이 30분을 넘어 요금이 차감 되었을 경우에는 (주)마이비(1588-8990)

따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음

에서 사실 확인 후 환불조치가 가능하다.

- 1개의 카드를 1인이 사용할 경우에만 환승 할인 혜택
예) A가 B, C, D와 함께 1개의 카드로 00번 버스단말기에 일괄 결제를 하고 내릴때 하차를 접촉한 후
다른 버스 또는 지하철로 갈아탈 때 카드소지자 A만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시내환승 사용가능 카드
선불 - 하나로, 마이비, 티머니
후불 - 롯데, BC, 하나(외환), 현대, 삼성, 신한, 국민, 씨티, 농협

- 하차할 때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고 다음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환승으로 인한
요금 할인 혜택 없음
-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환승 요금 할인 혜택 없음
- 일반인용 카드로 청소년 요금을 내는 등 승객 유형에 맞지 않게 카드를 사용할 경우
환승에 따른 요금 할인 혜택 없음
- 공항리무진버스와는 환승을 하더라도 요금 할인 혜택 없음
- 환승횟수는 2회만 허용됨으로 3번째로 갈아탄(4번째 탑승하는 경우) 교통수단의
요금 할인 혜택 없음
- 하차 후 30분을 초과하여 다음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게 되면 요금 할인 혜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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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외버스 · 기차 · 비행기 · 배

▷ KR Pass : KTX를 이용하는 외국인 전용패스

(1) 시외버스
▷ 장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하다. 시외버스는 목적지를 가는 도중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하는 반면 고속버스는 중간에 승하차 없이 목적지에 바로 간다.
▷ 서부시외버스터미널과 부산종합버스터미널,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이 있으며 지하철
역과 연결되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터미널명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금정구 노포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사상구 괘법동)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
(해운대구)

지하철역

운행지역

1호선
노포역

<고속버스>
의정부, 서울, 동서울, 인천, 성남, 청주, 세종, 대전, 대구, 경주,
전주, 광주, 여수, 순천, 용인
※시간, 운임정보 bxt.co.kr(한국어, 영어) 051-508-9200
<동부시외버스>
인천공항, 오산, 수원, 안산, 부천, 고양, 이천, 경기도(광주),
원주, 홍천, 춘천, 안동, 동해, 강릉, 속초, 동해안
※시간, 운임정보 dbterminal.co.kr(한국어만 지원)1688-9969

NORMAL

SAVER
(2~5People)

YOUTH
(Age : 13~25)

29,100

52,400

46,600

84,600

42,300

76,100

67,700

5 Day Use

127,000

63,500

114,300

101,600

7 Day Use

160,400

80,200

144,400

128,300

10 Day Use

185,100

92,500

166,600

148,100

CATEGORY

ADULT

CHILD
(Age : 4~12)

1 Day Use

58,200

3 Day Use

(3) 비행기 김해공항 airport.co.kr/doc/gimhae
▷ 국내선

영남지역, 호남지역
※시간, 운임정보 busantr.com(한국어만 지원) 1577-8301

- 대한항공 kr.koreanair.com

2호선
해운대역
1번출구

구간

소요시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

초과수하물요금(kg당)

- 서울, 수도권 방면
※시간, 운임정보 051-746-3550

부산 → 서울(김포)

55분

86,100

97,100

107,100

2,000

부산 → 제주

55분

64,000

73,000

99,100

2,000

2호선
해운대역
7번출구

- 경남, 울산 방면
※시간, 운임정보 1688-0081

2호선
사상역

(단위 : 원)

- 아시아나항공 flyasiana.com

(2) 기차 KORAIL letskorail.com, 부산역 051-440-2516
▷ 고속열차(KTX) : 전국을 3시간대 생활권으로 빠르고 편안하게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장애인용 시설, 전화, FAX, 비디오,
오디오가 구비되어 있다. 열차표는 가까운 열차역이나 인터넷
또는 여행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승차권 예약방법 : 홈페이지, 코레일톡 앱(App), 역내 승차권 자동발매기

(단위 : 원)

구간

소요시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

초과수하물요금(kg당)

부산 → 서울(김포)

1시간

79,100

89,100

95,100

2,000

부산 → 제주

50분

77,100

87,100

98,100

2,000

초과수하물요금(kg당)

- 에어부산 airbusan.com

(단위 : 원)

구간

소요시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

부산 → 서울(김포)

1시간

75,100

85,100

91,100

부산 → 제주

50분

74,100

84,100

94,100

편도요금의 3%

▷ 일반열차 : 무궁화호, 새마을호가 있다. 새마을호는 일반열차 중
가장 빠르며 이동 무선 공중전화, 식당차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무궁화호는 여행자에게 알맞은 열차로 최다 노선을 갖고 있다.
일반실요금
부산 → 서울
(성인요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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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구분

소요시간
평일(월~목) 금~일, 공휴일

KTX

약 2시간 40분

53,300원

57,300원

새마을호 약 4시간 50분

40,700원

4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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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현황
- 홈페이지 참조
http://www.airport.co.kr/mbs/gim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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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안내 (1층)

▷ 공항교통
(1) 지하철
대저역(3호선) 또는 사상역(2호선)에서 공항역(부산-김해 경전철) 환승
(2) 시내버스
노선
번호

※ 시간표는 국내선 기준이며 국제선에서 이용할 시 10분 일찍 도착할 것.

출발지
배차
요금
간격 첫차시간 막차시간 (단위 : 원)

307 15~20

05:15

(3) 리무진버스

23:20

1,200

경유지

비고(운영회사)

공항 - 강서구청 - 구포역 일광여객
동래시장 - 벡스코 - 해운대구청 (051-746-0071)

※ 시간표는 국내선 기준이며 국제선에서 이용할 시 10분 일찍 도착할 것.
문의 : (주)태영버스 051-972-7747

① 파파이스
- 영업시간 : 06:30~운항종료
- 전화번호 : 051-973-2780
② 부산은행
- 영업시간 : 06:30~운항종료
- 전화번호 : 051-971-2643
③ 휴대전화 로밍
- 영업시간 : 06:30~운항종료
- 전화번호 :
SK 051-941-9011,
Olleh KT 051-941-1141,
LGT 051-710-2010
④ 공항 리무진 매표소(동대구, 구미행)
- 영업시간 : 07:30~22:00
- 전화번호 : 경북코치서비스 053-355-1241,
동대구매표소 053-744-2830
⑤ 공항종합안내
- 영업시간 : 06:30~운항종료
- 전화번호 : 1661-2626
⑥ 스카이갤러리
- 영업시간 : 08:00~20:00
- 전화번호 : 010-2000-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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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호텔/관광안내
- 영업시간 : 09:00~운항종료
- 전화번호 :
파라다이스 051-749-3508,
세븐럭 051-941-3440,
프리미엄패스 051-753-3545
⑧ 구두미화소
- 영업시간 : 06:30~운항종료
- 전화번호 : 010-4214-9222

노선
번호

첫차
시간

요금
막차
시간 (단위 : 원)

06:50

22:00

한화
05:19
리조트

20:33

배차
출발지
간격

공항
해운대
1번

25
~
30
분

7,000원
⑨ 외환은행
- 영업시간 : 06:30~16:00
- 전화번호 : 051-973-9845
⑩ 세븐일레븐
- 영업시간 : 06:30~운항종료
- 전화번호 : 051-971-2775

(소인 :
4,500원)
공항
해운대
2번

⑬ 우편취급소
- 영업시간 : 06:30~운항종료
- 전화번호 : 051-94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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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
부산역
행

21:50

양운고 05:12

20:22

25
~
30
분

⑪ 던킨도너츠
- 영업시간 : 06:30~운항종료
- 전화번호 : 051-941-6339
⑫ 여객탈의실
- 영업시간 : 06:30~운항종료

06:40

40
~
45
분

공항

07:20

충무동 05:50

57

21:40

19:40

6,000원
(소인 :
4,000원)

경유지
국제선 - 국내선 - 남천동 - (광안대교) 센텀호텔 - 벡스코 - 요트경기장 - 파크하얏
트호텔 - 하이페리온삼거리 - 조선비치호텔
- 노보텔엠베서드호텔 - 파라다이스호텔 씨클라우드호텔 - 그랜드호텔 - 조선비치호텔
- 현대하이페리온 - 한화리조트 - 파크하얏
트호텔 - 경남마리나아파트- 센텀홈플러스 센텀호텔 - (광안대교) - 남천동 - 국제선
출국장 - 국내선 출발장
국제선 - 국내선 - 남천동 - 광안동 수영교차로 - 센텀호텔 - 벡스코 - 올림픽요트
경기장 - 파크하얏트호텔 - 한화리조트 하이페리온삼거리 - 조선비치호텔 - 그랜드
호텔 - 노보텔엠버서드호텔 - 파라다이스호텔
- 장산역 - 백병원 - 동부아파트 - 대림1차
아파트 - 양운고등학교 - 센텀홈플러스 센텀호텔 - 수영교차로 - 광안동 - 남천동 국제선출국장 - 국내선 출발장
국제선 - 국내선 - 서면롯데호텔 - 서면1번가
- 현대백화점 - 부산진역 - 부산역 토요코인호텔 - 중앙동 - 연안여객터미널 남포동 - 충무동 - 남포동 - 연안여객터미널
- 중앙동 - 영주동 - 부산역 - 부산진역 현대백화점 - 서면롯데호텔 - 서면1번가 국제선출국장 - 국내선 출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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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
1) 전화 · 휴대폰
《공중전화》
구분

내용
국내 통화만 된다.
시내전화, 장거리 통화, 휴대폰 통화도 가능하다.

동전전화

시내전화 기준으로 3분당 70원이다.
동전을 넣은 다음 다이얼을 돌린다.

(4) 배(국제, 국내)

공중전화카드, 신용카드, IC카드를 쓸 수 있다.

▷ 국제여객터미널

시내전화, 장거리 통화, 휴대폰 통화, 국제전화까지 가능하다.

카드전화

busanpa.com Tel. 051-463-3068

전화카드에는 2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권까지 있다.
전화카드는 가판대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국제전화 콜렉트콜을 사용하려면 긴급버튼 또는 00799를 누른다.

카드 · 동전
전용
구간

운항일

출항시간 / 운항시간

부산 → 시모노세키
(부관훼리)

매일

20:00/12시간
http://www.pukwan.co.kr

95,000~327,000원

부산 → 후쿠오카
(고려훼리)

매일

22:30/9시간
http://www.koreaferry.co.kr

90,000~200,000원

부산→후쿠오카
(미래고속)

매일

수시변동(홈페이지확인)
http://www.kobee.co.kr

115,000원(일반/대인)
92,000원(학생/경로/장애우)

부산→후쿠오카
(대아고속)

매일
(매주 수요일
휴항)

09:00/3시간 15분
http://www.daea.com

115,000원(일반/대인)

부산→오사카
(펜스타라인닷컴)

일, 화, 목

일, 화, 목 15:00
/19시간

129,350~916,500

부산→히타카츠
(대아고속)

일, 수, 목

평일 09:50 일요일 09:30
/1시간 10분

대마도 75,000원(일반/대인)
이즈하라 8,500원(일반/대인)

부산→히타카츠
(JR큐슈고속선)

매일

1시간 10분
http://www.jrbeetle.co.kr

75,000원

부산→이즈하라
(대아고속)

월, 금, 토

09:50
/2시간 10분

대마도 75,000원(일반/대인)
히타카츠 7,500원(일반/대인)

부산→이즈하라
(미래고속)

매일

1시간 55분
http://www.kobee.co.kr

115,000(일반/대인)

부산→이즈하라
(JR큐슈고속선)

매일

http://www.jrbeetle.co.kr

85,000원

※ 운항정보, 여객선사 안내등(ARS) : 1688-7677 / 고객지원센터 : 051) 463-3068 / 야간 : 010-676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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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가능

편도요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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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거리 시외전화를 걸 때 동전이나 카드를 넣은 후 지역 번호(area code)를 누른 후 해당
전화번호(personal number)를 누른다.

주요 지역번호

서울
인천
광주
충청북도
경상북도
부산
전라북도
제주도

(02)
(032)
(062)
(043)
(054)
(051)
(053)
(064)

경기도
대전
대구
충청남도
경상남도
울산
전라남도
강원도

(031)
(042)
(053)
(041)
(055)
(052)
(061)
(033)

《국제전화》
국제전화를 걸때는 국제전화 서비스번호, 국가번호, 지역번호, 해당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누르도록 한다.

국제전화
서비스번호

국가번호

지역번호

001(002) + 81 + 3 + 1234-5678

전화번호

서비스번
호
KT … 00
1
LG유플러
스 … 002
SK텔링크
… 00700
온세텔레
콤… 003
65

예) 한국에서 일본으로 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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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2) 인터넷

집이나 사무실에 유선전화를 설치할 경우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전화하면
해당지역 서비스제공 통신업체에서 설치해 준다. 현재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KT와 SK브로드밴드 두 회사가 있는데 사용요금 및 서비스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된다.
외국인이 가입하고자 할 경우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신분증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최근 유선전화에서 점차 인터넷 전화로 이전되어가는 추세이며 통신사별 집전화, 인터넷
전화, TV, 인터넷 중 원하는 데로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1) 초고속 인터넷

기본료(월)

가입비(1회)

집전화

5,720원

60,000원

인터넷 전화

2,200원

11,000원

전국통일요금제
42.9원/3분

* 온라인 신청 시 가입비 면제

-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 3곳으로 KT올레, LG유플러스, SK브로드
밴드가 있다. 가입상담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각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을 하면 설치 요원이 고객의 신청장소를 방문해 설치 작업을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
해서 유선인터넷은 유선장비, 무선인터넷은 유선장비와 무선장비가 필요하다.
- 초기 설치비용은 3만원이고, 한 달 서비스 사용료는 보통 25,500원~3만원(VAT 제외)선
이지만 회사 및 선택한 상품에 따라 사용료에는 차이가 있다. 보통 1년, 2년, 3년 약정으
로 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는 할인되는데, 계약 기간 이내에 해지할 때에는
정상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할인 요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유선장비
(모뎀) 임대료와 무선장비(AP) 임대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 결합상품 안내는 각 통신사에 문의
KT올레(www.olleh.com, 국번없이 100번) / SK브로드밴드(www.skbroadband.com, 국번없이 106번)
LG유플러스(www.uplus.co.kr, 국번없이 101번)

《휴대폰》
한국의 대표적인 이동통신사로는 SKT,
KT, LGT가 있다.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
지마다 영문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상품과
요금안내를 읽어볼 수 있다. 외국인이
이동 통신을 개설하려면 여권이나 외국
인등록증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대
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구비서류
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 SKT 보증금 납부 후 가입. 영어 상담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www.olleh.com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00(무료)
휴대전화 : 지역번호+100(유료)
/ 1588-8448(영어상담)

www.uplus.co.kr
국번 없이 101(당사고객 무료)
/ 1644-7000

www.skbroadband.com
국번 없이 106
/ 080-8282-106#3
(영어상담)

※ 이용요금 - 기본적인 요금은 서비스이용료(월납), 설치비, 단말장치(모뎀)사용료(월납)로 구성되며 약정기간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080-2525-011 (http://www.tworld.co.kr)

+ KT

KT Olleh

보증금 없으나 한국 신용카드/은행계좌 필요, 선불제도 있음.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상담
휴대폰에서 1583-8448 (www.olleh.com)

+ LGT 내국인과 다른 조건 없으나 은행계좌가 있어야 함.
영어 상담 1544-0010

- 요금은 이동통신사마다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생활패턴에 따라 차별화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저렴하게 맞춤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요금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지로(GIRO)납부, CD/ATM 납부, 온라인 송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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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1

Ⅳ. 부산생활

※ 서비스이용료 및 단말장치사용료 (각 통신사별 최저요금제 비교, 부가세 제외)

4. 생활쓰레기 처리
쓰레기 처리비용은 쓰레기를 발생시킨 사람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서는 쓰레기 처리용 비닐봉투와 음식쓰레기 처리 스티커를 가까운 슈퍼 등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KT olleh》
약정기간

3년

2년

1년

무약정

서비스이용료

25,500원

27,000원

28,500원

30,000원

장치(모뎀)이용료

무료

4,500원

5,500원

8,000원

가입설치비

무료

비고

1) 일반 쓰레기
3년 이상
이용 시
할인혜택

30,000원

(1) 행정기관
▷ 재활용품목이 아닌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구입한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하며, 집 앞에
배출하면 처리반이 지정된 시간에 처리한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집근처 슈퍼마켓 또는 마트에서 살 수 있으며 사는 곳의 지역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한다. 구·군별 종량제 봉투가격은 동일하다.

《LG U+》
약정기간

3년

2년

1년

무약정

서비스이용료

19,000원

22,700원

26,300원

33,000원

신규설치비

면제

33,000원

비고
제휴카드 할인

종량제 봉투가격 현황 (단위 : 원)
구분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비고

가격

220

430

850

1,280

2,070

3,080

4,090

’15.9월 기준

《SK브로드밴드》
약정기간

3년

2년

1년

무약정

비고

서비스이용료

25,200원

26,600원

27,160원

28,000원

장비임대료

면제

3,000원

5,000원

7,000원

3년이상 또는
타 서비스와
결합 시
설치비 면제

설치비

가입 설치비-30,000

이전 설치비-10,000

2) 음식물 쓰레기
가정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시 가공하여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물질(병뚜껑, 비닐 등)과 물기를 우선 제거한다. 물기가 제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구청에서 나눠주는 배출전용용기에 담아서 집 앞에 놓아두면 처리반이 수거해 간다.
(이때, 용기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용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쓰레기 수거함에 모아 버리면 된다.)

(2) 인터넷 카페(PC방)
부산 시내 곳곳, 작은 동네에서도 ‘PC 게임방’이나 ‘인터넷 카페’ 같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소위 ‘PC방’이라고 불리는 이런 곳의 이름에는 ‘사이버’,
‘넷’, ‘인터넷 플라자’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서
핑, 문서작성, 출력 등을 해야 할 때는 당신이 사는 동네의 가까운 PC방에 가면 된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시간당 1,000원에서 1,500원인데 회원
가입을 하거나 정액제를 이용하면 좀 더 저렴하다.

※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안 되는 물질(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딱딱한 껍질, 복숭아, 살구,
감 등의 핵 과류의 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어내장

찌꺼기

1회용 티백, 한약 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표》
단위 : 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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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격표

3ℓ

240

가정용

5ℓ

400

가정용

20ℓ

2,000

일반음식점용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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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가격표》

5. 공공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
단위 : 원/매

구분

용량

가격표

비고

단독주택용

3ℓ

6,000

새마을금고 판매

-

5ℓ

6,500

새마을금고 판매

일반음식점용

20ℓ

14,000

새마을금고 판매

-

120ℓ

45,000

업소에 직접 배달

3) 재활용 쓰레기

1) 행정기관 · 경찰서 · 소방서
(1) 행정기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찾게 되는 행정기관으로는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시 · 군 · 구청이
있다.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시 · 군 · 구청에서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 공공시설의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신고 등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수행한다.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에서는 문화강좌 등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주요 지하철역의 무인 민원 발급기나 인터넷(egov.go.kr)을 통해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에는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2) 경찰서

▷ 재활용 가능품목

▷ 처리방법

범죄 피해를 신고할 때와 교통사
고가 났을 때, 또는 이를 목격한
때에는 112로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처리일이 정해져 있으니 각 가정
에서 보관하였다가 처리일에 맞추어 배출한다.

(3) 소방서

- 고철류, 의류, 스티로폼, 종이류, 형광등
- 플라스틱, 비닐포장지류(과자봉지, 라면봉지) : 재활용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 일반주택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요일에 맞추어 집 앞에 내놓으면
처리반이 수거해 간다.

4) 대형 폐기물
▷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 쓰레기(예:가구, 가전제품,
나무 등)는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여
처리 희망일자와 처리장소,
요금을 확인한 후 희망일자에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

불이 나거나 누군가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때, 또는 이러한 상황
을 목격한 경우에는 119
에 신고하면 된다.

※ 공중전화에서는 빨간색 긴급통화버튼을 누른 후에 112 또는 119를 누르면 되고, 일반전화나 휴대폰에서는 국번 없이
112 또는 119로 걸면 된다.

▷ 폐기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처리비용이 다르다.

2) 우체국 koreapost.go.kr
구(군) 청소부서 연락처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051)600-4451~3
051)540-4451~3
051)440-4451~3
051)419-4461~3
051)605-4451~3
051)550-4451~3
051)309-4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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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051)749-4441~3
051)220-4451~3
051)519-4451~3
051)970-4161~3
051)665-4451~3
051)610-4451~3
051)310-4451~3
051)709-4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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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는 우편물 취급, 택배(소포배달), 은행업무, 보험업무까지
도 취급한다.
(1) 국내우편 : 통상우편(속달, 보통)과 소포(속달, 보통)로 구분된다.
속달우편은 접수일 다음날 배달되며, 보통우편물은 4일 이내 배달된다.
소포는 우체국에 직접 접수하여도 되고 집으로 방문 접수(택배)도 가능하다.

▷ 요금은 기본요금 (통상우편물 270원, 보통소포 2,200원, 등기소포 3,500원)에 무게와
배달 지역에 따라 다르며, 택배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경우 조금 더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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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우편 : 통상우편물, 소포, 국제특급(EMS,
Express Mail Service)으로 구분된다. 최고 30㎏까지
우송 가능하며 종류, 규격, 무게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인 강서구 대저우체국과 부산강서우체국을
이용하면, 외국인 금융거래, 외국인 본국소포 발송제한물품 상담,
외국인 우체국쇼핑 대행서비스 등 외국인관련 우편업무를 보다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대저우체국 :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대저로 488
051)973-0003, 0030 / 051)973-0074(FAX)
- 부산강서우체국 : 부산시 강서구 우편집중길 23
051)941-2004~5(영업과)

(3)택배 :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되는 서비스로 일반우편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 택배로 물건을
보낼 때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우체국택배
1588-1300

로젠택배
1588-9988

CJ대한통운
1588-5353

KG옐로우캡
1588-0123
현대택배
1588-2121

4) 목욕시설
한국의 대중목욕시설은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등으로 나뉜다.
- 목욕탕 : 욕조와 샤워시설이 있다.
요금은 4,000원~6,000원 정도이다.
- 사우나 : 욕조와 샤워시설, 휴식공간이 있다.
요금은 5,000원~7,000원 정도이다.
- 찜질방 : 욕조와 샤워시설, 휴식공간, 수면실이 있다.
욕탕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남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7,000원~12,000원 정도이다.

6. 소비경제생활
1) 시장 · 백화점 · 대형마트

무게/부피

2kg/60cm

5kg/80cm

10kg/120cm

20kg/140cm

30kg/160cm

《재래시장, 상가》

동일권역

4,000원

5,000원

6,500원

8,000원

9,500원

구분

타권역

5,000원

6,000원

7,500원

9,000원

10,500원

초량외국인상가

지하철 부산역 또는 초량역

10:00~

국제시장

지하철 남포역 또는 자갈치역

08:00~20:00

마지막주 화요일

종합품목

무게/부피

5kg/100cm

동일권역

7,000원

타권역

9,000원

10kg/120cm

9,000원

10,000원

코오롱지하상가

지하철 남포역 또는 자갈치역

10:30~22:30

2번째 화요일

의류, 신발, 화장품

11,000원

12,000원

농협농산물백화점

지하철 자갈치역

07:00~23:00

연중무휴

농산물(한국산)

25kg/160cm

농협하나로클럽

지하철 율리역

09:00~24:00

부산데파트

지하철 남포역

08:30~20:00

1, 3, 4주 일요일

토산품, 골동품,
관광민예품

자갈치시장

지하철 자갈치역

08:00~20:00

마지막주 화요일

어패류

신동아수산물시장

지하철 자갈치역

08:00~22:00

2, 4주 화요일

부산진시장

지하철 범일역

07:30~19:00

동일권역

5,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타권역

6,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무게/부피 2kg/60cm 5kg/100cm 10kg/120cm 20kg/140cm 25kg/160cm 30kg/180cm
8,000원

10,000원

12,000원

15,000원

무게/부피

10kg/120cm

20kg/140cm

25kg/160cm

동일권역

6,000원

7,000원

8,000원

7,000원

외국인전문상가

8,000원

15kg/120cm

타권역

품목

10,000원
5kg/100cm

6,000원

휴무

30kg/160cm

2kg/80cm

5,000원

영업시간

20kg/140cm

무게/부피

동일권역

위치

8,000원

9,000원

농산물

어패류
의류, 포목, 생활용품

자유시장

지하철 범일역

06:30~19:00

일요일

신발, 의류, 화훼

부산평화시장

지하철 범일역

06:00~18:00

일요일

신발, 의류

귀금속상가

지하철 범일역

10:00~20:30

1, 3주 일요일

귀금속류

부전시장

지하철 부전역

05:00~21:00

농산물, 수산물

3) 이발소 · 미용실
이발소에서는 남성에게 이발, 면도 등을 해준다. 요금은 서비스 이용 내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게 5,000원~10,000원 정도며, 대도시 중심가에 있는 이발소는 그보다 조금 비싸다. 미용실
은 원래 여성용 공간이었지만, 요즘엔 남성들도 많이 이용한다. 파마, 커트, 염색, 손톱손질,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른데, 단순 커트일 경우 대개
10,000원 정도이며, 파마는 20,000원에서 100,000원 이상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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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점》매월 2, 4번째 일요일 휴점
구분

이마트
www.emart.com

홈플러스
corporate.
homeplus.co.kr

메가마트
http://home.
megamart.com/

롯데마트
http://company.
lottemart.com/

코스트코

《백화점》

지점

위치

전화번호

서부산점

사상구 감전동 502-1

051)310-1234

연제점

연제구 연산2동 822-7

051)860-1234

해운대점

지하철2호선 중동역

051)608-1234

문현점

지하철2호선 문전역

051)609-1234

금정점

지하철1호선 구서동역

051)606-1234

사상점

지하철2호선 사상역

051)329-1234

서면점(트레이더스)

부산진구 부암동 93

051)718-1234

가야점

지하철2호선 개금역/동의대역

051)890-8000

감만점

남구 감만동 8번지

051)609-8000

동래점

동래구 온천1동 153-8번지

051)559-8000

서부산점

지하철2호선 사상역

051)319-8000

센텀시티점

지하철2호선 센텀시티역

051)709-8000

구분

위치

아시아드점

연제구 거제동 1208

051)500-8000

롯데백화점(서면점) 051)810-2500

지하철 1, 2호선 서면역

영도점

영도구 봉래동2가 151

051)419-8000

롯데백화점(동래점) 051)605-2500

지하철 1호선 명륜역

장림점

사상구 장림동 185

051)466-2080

서면점

부산진구 전포3동 892-20번지

051)644-2080

롯데백화점(센텀점) 051)730-2500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해운대점

해운대구 우1동 1406-2번지

051)532-2080

연산점

연제구 연산동 105-1

051)850-8000

반여점

해운대구 반여1동 1406-1

051)509-8000

정관점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712-1

051)519-8200

동래점

지하철1호선 동래역

051)550-6000

문현점

문현로타리 위치

051)633-8405

남천점

수영구 남천동 545-2

051)608-6000

덕천점

북구 덕천동 370

051)241-6000

기장점

기장군 일관명 삼성리 547-6

051)290-6000

사하점

사하구 장림동 1033-2

051)603-2500

화명점

지하철2호선 화명역

051)604-2500

사상점

사상구 엄궁동 364-5

051)329-2500

동래점

동래구 온천동 502-3

051)668-2500

반여점

해운대구 반여동 1020

051)311-2500

금정점

금정구 부곡동 223-1

051)637-2500

부산점(키즈마트)

부산진구 부암동 257

051)608-2500

부산점

수영구 구락로 137

1899-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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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광복점) 051)678-2500

지하철 1호선 남포역

현대백화점 051)667-2233

지하철 1호선 범일역

신세계백화점(센텀) 1588-1234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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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휴무

10:30~20:00

월1회 휴무,
백화점행사에
따라 변경

Ⅳ. 부산생활

2) 저축과 은행이용

3) 세금 부산지방국세청 b.nts.go.kr

(1) 저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공공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
된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교육세가 있고 시 · 도세로 취득세, 등록세가 있으며 시군세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주민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있다.

▷ 저축의 필요성 : 재산 형성, 예상치 못한 재난대비, 노후대비, 내집마련, 자녀 등록금 등 목돈
마련 등을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 저축을 위해서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 저축의 종류

(1)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보통예금
언제나 자유롭게 돈을 예금했다
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
이자율이 낮다.

정기예금
목돈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찾지
않고 은행에 맡겨두는 예금.
이자율이 높다.

정기적금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어 정해진
기간이 끝난 후 목돈이 되는 예금.
이자율이 높다.

자유저축예금
가계 저축을 우대하기 위한 신종
예금. 장기예금 시 이자율이 높다.

국세 문의처

국세 세무상담(전국어디서나 1588-0060) nts.go.kr
부산지방 국세청 051-750-7200 b.nts.go.kr

- 계좌가 만들어지면 통장을 발급해준다. 현금카드는 계좌를 개설할 때 동시에 발급이 가능
하다. 현금카드를 이용하면 은행 업무시간 이후에라도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2) 광역시세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 주민세 :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부과한다. 소득에
의한 소득분할과 소득과 관계없는 균등분할로 구분된다.
▷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6월 1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세금이 부과된다. 일괄납부의 경우는 10%가 할인되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의 분기마다 3개월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시세인 취득세(취득가액의 2%)와 등록세(취득가액×세율)가 부과된다.
(3) 구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 종합토지세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등기부등본 및 토지
(임야)대장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은행업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 은행의 자동화 코너는 보통 밤 10시~아침 8시 이외에는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

▷ 재산세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그 재산가격에 따라 부과된다.

(2) 은행이용
▷ 계좌 개설 및 현금카드
-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여권) 지참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 예금의 종류
- 보통예금 : 이율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
- 정기예금 : 일정기간 예금을 하는 것으로 보통예금에 비해 이율이 높다.
- 정기적금 :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예금하는 것, 보통예금에 비해 이율이 높다.
▷ 인터넷 뱅킹
-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는다. 이후 해당은행의
홈페이지 인터넷 뱅킹 센터를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한다.

7. 임신 · 육아 · 교육
1) 임산부를 위한 정보
(1) 임산부가 받아야 할 검사 :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상태에 따라 한층 더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직접 은행 방문을 하지 않아도 송금처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요즘 많이 이용된다. 여러 명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보안이 허술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해외송금
은행의 입구에 외환 취급점이라는 표시가 있는 은행에서 처리한다. 해외송금에는 전신
송금, 수표송금, 우편송금의 3종류가 있다. 창구에서 외국송금 의뢰서에 필요사항을 기입
하여 신청한다. 송금은 상대의 계좌에 전신송금으로 송금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송금 시에는 통장과 회사에서 발행하는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
▷ 환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거의 모든 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입국 시에
휴대하고 있던 외화를 은행에서 교환하는 경우는 계산서를 확실히 보관해 두어야 한다.
출국 시에 이것을 제시하면, 외화를 교환할 때 유리하다.

일반혈액검사

혈액검사

혈액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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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사망 및 유산을 초래하는 매독을 검사한다.

간염검사

간염 여부를 검사한다. 산모가 간염이 있을 때는
신생아도 감염될 위험이 크다.

초음파검사

71

ABO혈액형과 Rh인자를 검사한다.

매독검사

소변검사

※참고사이트 - 외환은행 : http://www.keb.co.kr/main/en/
※문의전화 - 환율ARS 서비스: (Tel) 02-1544-3000(#3) / 02-1588-3500(#3)

혈액 안에 있는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의 숫자나 모양을 통해
빈혈 여부나 에이즈, 풍진 등의 질병 여부를 검사한다.

당과 단백질 검사를 통해 임신중독증이나 당뇨병 등을 진단하고,
요로감염 여부도 검사한다.
자궁 내부를 보면서 태아 성장발육 정도,
태아의 위치나 모양, 기형유무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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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산부를 위한 보건소 서비스

2) 영유아 건강관리

여성결혼이민자는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
을 갖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는 반드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관리
가 필요하다.

(1) 예방접종
예방접종이란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염성 질환 예방 주사제를 아기에게 투여
하는 것을 말한다.

▷ 무료 산전검사

▷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 접종은 오전에 시행한다. 그래야만 문제가 생겨도 병원에 다시 가기가 쉽다.
- 육아수첩을 꼭 가지고 간다. 접종 후에는 어떤 예방접종을 했는지 기록을 해야 한다.
- 열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 미리 목욕시킨 다음, 깨끗한 옷을 입혀 데려간다.
- 아기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부모가 직접 데려간다.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임신 기초검사
(빈혈여부, 간기능, B형간염 여부),
임신성 당뇨검사, 혈액검사(매독, 풍진,
에이즈검사), 기형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출산준비교실 등 교육 실시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모유수유교실, 임산부체조교실,
출산준비교실, 아기마사지교실 등 운영
- 임신 · 태교 · 분만 관련 서적 및 CD,
비디오 등 대여
▷ 엽산제 3개월치, 철분제 5개월치 제공
▷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 저소득층, 다자녀 계층, 한 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일부 계층에게 출산 전 40일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베이비시터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 및 신청서류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
▷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
상태가 취약한 대상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서비스
구분

접종 부위를 5분 이상 문질러 주어, 예방약이 골고루 퍼지게 한다.
접종한 날은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한다.
접종 후 3시간 정도는 아기의 상태를 잘 살펴본다.
접종 후 열이 나거나 경련을 하면, 바로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

(2) 보건소 예방접종
보건소에서는 필수 예방접종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보건소 방문 시 모자
보건수첩(산모수첩, 어린이건강수첩)을 지참하면 된다.

3)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보육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보육시설

지원내용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사업운영 보건소별 관할지역 거주자
지원대상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가구
•영양적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가진 경우
•보충영양식품 패키지를 무료로 지원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귤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품을 제공
지원내용 •무료로 영양교육
- 개별상담 및 집단교육, 가장방문교육을 함께 실행
- 최소한 1달에 1번 이상의 만남을 원칙으로 시행
- 바쁜 직장인을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시행
•접수처 : 보건소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 거주지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이나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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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은 만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시키는 시설로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을 들 수 있다.
- 보육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기관에 따라 시간
연장보육, 24시간 보육을 하기도 한다.
-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 발달을 위한 내용으로 교육한다.
(2) 유치원
-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들이 다니는 학교기관이다.
- 교육시간은 보통 오전 9시~오후 2시까지이다. 맞벌이 부모 자녀를 위하여 운영하는 종일
제 유치원은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교육하기도 한다.
- 주로 유아발달 특성과 흥미, 요구 등을 고려하여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통합교육을 통하여
발달을 돕는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부산지역 교육비는 국ㆍ공립유치원은 월 8만원, 사립유치원은 수업료와 방과후 프로그램
을 합쳐 월 42만원선이다. (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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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료 및 유치원교육비 지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만 5세 이하)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닐
수 있다.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또는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2014년 기준)공립유치원은 월 6만원(입학금, 수업료 면제), 사립유치원은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공립유치원은 월 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7
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학부모는 유아학비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 지원대상 : 유아가 만 5세 이하이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혜택을 받는다.
- 부모의 월소득인정액(가족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정부가 산정하는 소득)이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소득하위 70%(기준 금액은 정보가 매년 결정)보다 적은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 수준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장애아(만12세 이하이며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아동)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만5세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로 지급)
* 신청방법 : 보호자가 보육료 신청서와 증빙서류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이나 읍 · 면 ·

※ 아이사랑 카드 http://www.childcare.go.kr/
보조금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이다.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소득에 상관이 신청가능하다.

운영방식

부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이용 및
아이사랑카드 사용
(카드결제)

카드결제 후 평균 5일
이내 금용기관에서 어린
이집계좌로 보육료 입금

금융사 한국보건
복지정보개발원
결제내역 확인 및 어린이
집에 결제대금 지불

아이사랑카드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 http://www.childcare.go.kr /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및 발급절차
Step1 보육료 지원신청
보육료지원대상 영유아의 부모 등이 읍 · 면 ·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및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작성

주민자치센터에 제출.
* 필요한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이사랑카드가 발급되며,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매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된다.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아이사랑
카드로 함께 결제)

※ 2015년 보육료 수납한도액(적용기간 : ‘15.3.1 ~ ‘16.2.28)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시 · 도지사가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영아반(만0세 ~ 만2세)은 정부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Step2 조사

Step4 아이사랑카드 발급

읍 · 면 · 동 담당공무원
-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행복 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신청
내용 등록, 자료 전송

금융기관
- 자체심사기준 및 신청인 의사에 따라 카드
발급 후 이용대상자 주소로 [아이사랑카드]
배송

Step3 조사, 결정 통지

Step5 보육서비스 이용

시·군·구
- 소득, 재산조사(금융자산조회 등) : 행복 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보육료지원자격 결정, 통지(시, 군, 구 - 부모)
- 카드발급신청서 정보 : 카드사로 전송

시·군·구·읍·면·동
- 대상자 관리(이용, 전출입 등)
- 어린이집 관리
- 바우처 관리

단위 : 원

시도명

부산

연령

정부지원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만0~2세

정부단가

정부단가

정부단가

만3세

220,000

275,000

275,000

만4세

220,000

260,000

260,000

만5세

220,000

260,000

260,000

방과후

100,000

130,000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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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제도 부산광역시교육청 pen.go.kr

8. 건강과 의료

(1) 초등학교 입학 전
- 입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 시설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다.

1) 진료

(2) 초등학교(6년제)
- 외국인학교 입학이 어려운 경우 일반학교 입학이 가능하고 학기 중 전학도 가능하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관할지역 학교장
에게 제출한다.
- 의무교육으로 수업료, 교과서는 무료이고 교재비, 급식, 소풍, 견학비용은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중학교(3년제)
-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학교가 속한 학군내의 중학교 중에서 추첨에 의해
배정된다.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한 외국학교의 교장이 발행한 전 학년 성적
증명서, 재학증명서와 한국의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증명서, 국내거주 사실증
명서, 외국인 등록증 2부(원본, 사본)을 가지고 거주지역의 교육청
상담실을 방문하여 학교를 배정받는다.
(4) 고등학교(3년제)
- 외국의 학교 또는 한국 내의 외국인 학교에서 9년간 교육 수료 예정인
사람이나 이미 종료한 사람이라면 입학이 가능하다.

(2) 병원의 이용
▷ 1차 진료기관으로 개인병원, 2차 진료기관으로 종합병원,
3차 진료기관으로 대학병원이 있다.
▷ 감기 등의 가벼운 증상은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개인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종합병원을 가야할 때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 개인병원은 병원의 입구나 표지판에 전문 진료과목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증상에 따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3) 보건소
▷ 공적 의료기관으로 각 지역에 보건소가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결핵 검진, 혈압측정, 혈액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유아를 위한 정기검진과
예방주사도 실시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강좌도 실시하고 있다.
(4) 한의원
▷ 동양의학에 기초하여 치료를 하는 병원으로 한방약(한약), 침 등이 이용된다.
▷ 한약재란 : 자연에서 취득한 식물, 동물성 및 광물성 그대로를 가공해서 이용하는 모든
약제를 지칭하는 말
▷ 침은 바늘처럼 가늘고 긴 앞이 뾰족한 의료기구이다. 피부와 근육 등에 깊게 또는 얇게
찔러서 인체의 기혈통로인 경락을 자극해 치료한다.

- 중학교 편입학 서류와 같은 서류를 갖추어 시 · 도청 교육청의 중등
교육과에 제출하면 학교를 배정받는다.
《부산소재 외국인학교》
▷ 입학자격 : 외국인, 외국시민, 영주권 소지자,
한국계 혼혈아,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해외교포 자녀

(5) 응급구조 119
▷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119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구급차가 위치를
파악하여 방문하여 무료로 병원 까지 이송하여 준다.

▷ 입학시기, 서류, 절차 등은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학교별 모집요강에 따른다.

▷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된다.

학교명

위치

교육과정

홈페이지

교육방식(언어)

전화번호

부산국제
외국인학교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 798

유치원
초·중·고

www.bifskorea.org

유럽식
(영어)

051)742-3332

부산외국인
학교

해운대구 좌동
1366-3

유치원
초·중·고

busanforeigschool.
org

미국식
(영어)

051)747-7199

부산일본인
학교

수영구 민락동
173-8

초·중

user.chollian.net/
~pusjpnsc

일본식
(일본어)

051)753-4166

부산화교
유치원

동구 초량동
548-1

유치원

http://kbces.com.
ne.kr/kbcks.html

부산화교
소학교

동구 초량동 589

초

http://kbces.com.
ne.kr/

부산화교
중고등학교

동구 초량동
548-2

중·고

http://kbchs.com.
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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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분업
한국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어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
할 수 있으며, 소화제 같은 간단한 약품은 처방전이 없어도 구입이 가능하다.

중국식
(중국어)
중국식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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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정보센터 : 응급상황발생시 안내, 상담 등 서비스제공
전화 : 국번없이 1339(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 051-1339)
홈페이지 : http://www.1339bs.or.kr/ (부산응급의료정보센터)

051)468-2845
051)467-0274
051)467-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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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 보건소 · 한방의원

(2) 보건소

(1) 병원

보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구보건소

중구 대청동 1가1

051)600-4741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서구 암남동 34

990-6114

http://www.kosinmed.or.kr

서구보건소

서구 부용동 2가86

051)240-4791

광혜병원 김원묵
기념봉생병원

동래구 온천3동1426-7

503-2111

http://www.ddh.co.kr

동구보건소

동구 수정2동 806-74

051)440-4791

영도구보건소

영도구 청학2동 48-3

051)416-4000

동아대병원

서구 동대신동3가 1

240-2400

http://www.damc.or.kr
부산진구보건소

부산진구 범천1동 849-10

051)605-6091

메리놀 병원

중구 대청동4가 12

465-8801

http://www.maryknoll.co.kr

동래구보건소

동래구 명륜2동 702-54

051)555-4000

부민병원

북구 덕천1동 380-4

330-3000

http://www.buminhos.co.kr

남구보건소

남구 대연6동 1268-3

051)607-6460

부산대병원(국립)

서구 아미동 1가 10

240-7000

http://www.pnuh.co.kr

북구보건소

북구 화명동 1531-4

051)309-4791

부산보훈병원

사상구 백양로 628

601-6000

http://busan.bohun.or.kr

해운대구보건소

해운대구 좌동 1339

051)746-4000

사하구보건소

사하구 신평2동 647-5

051)220-5701

부산성모병원

남구 용호동 538-41

933-7114

http://www.bsm.or.kr
금정구보건소

금정구 부곡3동 78

051)519-5051

부산위생병원

서구 서대신동2가 382

248-5151

www.bah.kr

강서구보건소

강서구 대저2동 2009-1

051)970-3415

세웅종합병원

금정구 서동 199-19

500-9700

http://www.sewoongh.co.kr

연제구보건소

연제구 연산2동 1555

051)665-4791

BHS한서병원

수영구 광안1동 491-10

1666-8275

www.hanseohospital.or.kr

수영구보건소

수영구 광안4동 1276-1

051)610-5601

사상구보건소

사상구 감전2동 138-8

051)301-4000

영도병원

영도구 대교동2가 71번지

412-8881

www.ydh.co.kr
기장군보건소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1

051)709-4791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금정구 금단로 200

580-2000

http://www.wmbh.co.kr

인제대부속
동래백병원

서구 동대신동 3가 1

240-2400

http://www.damc.or.kr

위치

전화번호

인제대부속
부산백병원

부산진구 개금2동 633-165

890-6114

www.paik.ac.kr/new/busan.asp

좋은강안병원

(3) 한방의원
의료기관명

수영구 남천동 40-1

625-0900

www.gang-an.or.kr

좋은문화병원

동구 범일2동 899-8

644-2002

www.moonhwa.or.kr/index.php

좋은삼선병원

사상구 주례2동 193-5

322-0900

www.samsun.or.kr/index.php

해동병원

영도구 봉래동3가 37

410-6300

www.hd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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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한방

서구 서대신동 2가 328

051)600-7520

동의대부속한방(동의병원)

부산진구 양정2동 산45-1

051)867-5101

동의서면한의원

부산진구 부전1동 397-3

051)803-5430

고려한방병원

부산진구 부암동 80-4

051)817-0055

더좋은제일병원(양방한방)

금정구 서2동 202-4

051)529-5500

삼세한방병원

금정구 부곡1동 301-30

051)583-5400

좋은삼선한방병원

사상구 주례3동 1162-6

051)32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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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진료가능 의료기관》
단체명

(사)
이주민과
함께

그린
닥터스

대한
결핵협회
복십자
의원

3) 국민건강보험
내

용

- 무료진료 : 매주 일요일 2시~4시
- 진료내용 : 일반진료, 치과진료
- 예약유무 : 무, 당일 방문 진료 가능
- 통역 : 자원봉사자 및 한국어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
- 의료진 : 전문의, 의료도우미, 약대학생
- 년 2회 정기검진 실시(상/하반기), 독감검진 실시
- 정밀 검진 필요 시 협력병원에 의뢰
- 무료진료 : 연중 매주 일요일 2시~4시
- 진료내용 : 안과, 내과, 외과, 한의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
- 예약유무 : 무, 당일 방문 진료 가능
- 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유학생, 새터민
- 의료진 : 전문의, 간호사, 자원봉사자
- 통역 : 자원봉사자 및 의료진(영, 중, 일)
- 무료진료 : 평일 9시~5시(오전의 경우 검사 용이함)
- 진료내용 : 내과, 골밀도 검사, 유방암 검사 등
- 예약유무 : 진료 희망 시 사전 전화 요망
- 대상 : 의료보험비가입자 외국인
- 의료진 : 복십자의원 의료진
- 통역 : 자원봉사자

- 진료시간 : 08:30~17:00(월-금)
- 진료내용 : 내과, 외과 외 전 과목
부산의료원
- 재활센터, 인공신장센터, 심혈관센터 등
전문센터 운영

소재지

전 화/팩 스

부산시 진구
전포대로
256번길 7

051)802-3438
Fax.
051)803-9630

부산시
부산진구
051)816-2320
온종합병원 2층

부산시 남구
수영로 299
루미너스타워
4~5층

051)611-3621

- 진료시간 : 09:00~16:30(월-금)
- 통 역 :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부산대학병원
베트남어, 몽골어
(국제
- 진료내용 : 내과, 외과 외 전 과목
진료센터)
- 부산지역암센터, 임상시험센터, 심뇌혈관센터
등 전문센터 운영

부산시 서구
아미동 1가

051)240-7472

고신대학교 - 진료내용 :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호흡기내과 등
복음병원
전 과목
(외국인 - 예약유무 : 정밀검사 예약필수
진료클리닉) - 그 외 비자수속관련 신체검사 등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051)990-6661

침례병원
(외국인
진료실)

- 진료시간 : 09:00-11:00, 14:00-15:30
(사전예약 필수)
- 외국인 진료(영어, 일어, 러시아어 가능) 및 상담
- 국제결혼을 위한 신체검사
- VISA신체검사(E2/E10 채용신체검사,
H2 건강진단서, E9 마약확인서, D4-5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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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정구
금단로 200
(남산동
374-7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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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조건
▷ 외국인등록이 된 사람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
- 고용인 보험 근무처의 고용인이나 고용자
- 자영인 보험 고용인 보험에서 제외된 사람과 다음의 거주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F-2, F-4, D-1-9, E-1-5, E-7-8, F-1(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어린이)그리고
29세 미만의 외국인 배우자와 어린이
▷ 직장건강보험 가입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무소에 고용된 자 및 사업주
▷ 지역건강보험 가입 : 직장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이하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와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아이
체류자격 : F-2, F-4, D-1~9, E-1~5, E-7~8, F-1(한국인 배우자 및 아이)

부산시 연제구
051)507-3000
월드컵대로 359

- 진료시간 : 08:30~17:30(월-금) 08:30-13:00(토)
동의
- 진료내용 : 내과, 외과 외 전 과목 및
부산시 부산진구
의료원
한방과(중풍, 성인병)
양정로 62
(국제진료 - 예약유무 : 예약필수
(양정2동
센터)
- 미군부대와 연계되어 있어 담담의사가 대부분
산 45-1)
영어 가능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으로 분류된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금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때에 보험지급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가입자간 리스크를
분담하여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이다.

(2) 가입수속 및 필요서류
▷ 직장건강보험 : 사업소의 사업주가 해당서류를 갖춰, 공단에 가입을 신청.
가입은 고용 첫날부터 소급된다.
▷ 지역건강보험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을 지참하여, 가장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입은 한국거주 등록일로 소급된다.
(3) 보험료의 부담 및 납입
▷ 직장건강보험 : 급여×직장건강보험률(보험료의 50%는 사업주가 부담)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
▷ 지역건강보험 : -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직장건강보험률
-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도말 지역건강보험의 평균보험료(※유학의 경우는 30%경감)
- 3개월 단위로 보험료를 전납
- 단, F-1과 F-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부과기준으로 매월 납입
- 보험납부의무는, 외국인 등록일부터 적용된다.
- 외국인의 보험 수혜는 한국 국민과 똑같이 적용한다.

051)850-8941
051)850-8592
(검진)
051)850-8944
(중풍예방검진)

국번없이 1339
의료보험에 관해 모르는 것이 있거나, 전국공단지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고 싶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nhic.or.kr)를 참조.
민원상담 : 1577-1000

휴대전화 :
05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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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보장제도

(2) 급여의 종류

보건복지부 www.mw.go.kr

① 생계급여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가구별 생계 급여액 = 현금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1)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대상자의 조건에 맞는다면, 외국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한국인 가족들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 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 수준

②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급여 기준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22.032%)에 해당하는 금액
③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보다 낮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말한다. 가족이
몇 명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부가 매년 발표한다.

- 고등학생 : 교과서대(129,500원) 학용품비(52,600원)
- 중학생 : 부교재비(38,700원), 학용품비(52,600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38,700원)
④ 해산급여 : 출산시 600,000원
⑤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750,000원
⑥ 기타급여 : 자활급여, 의료급여 등

《201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기준》
(3) 보장절차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5년도(원/월)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현금급여기준

499,288

급여신청

조사

급여결정

급여실시

확인조사

보장중지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98,361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읍 · 면 · 주민센터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보건복지콜센터 129(129.go.kr)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정보와 상담을 원하면,

어디서나 ☎129로 전화하면 된다.
•상담시간

- 일반상담,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오후 6시
- 긴급지원상담 : 365일 24시간
- 씨토크인터넷전화 : 070-7947-3745, 6

Life in Busan 외국인을 위한 부산생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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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nps.or.kr

3)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 www.mw.go.kr

국민연금은 피보험자가 연로하거나, 부상이나 병으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에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부담금으로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관리 · 운영 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1) 가입 대상자
①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외국인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②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係尊卑屬 : 부모, 자녀)을 돌보고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가입대상 제외자
①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②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③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2) 가입
① 국민연금 가입사업소에 근무하는 경우 : 사업소에 신고(제출서류 : 체류서류, 자격취득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 지역가입자인 경우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직접신고(제출서류 : 외국인지역 가입자의
소득월액신고서)
(3) 연금급여
외국인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 2007년 5월 11일부터 반환
일시 금을 지급한다.
(4)보험료
납부해야할 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9%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nps.or.kr, 영문 사이트 운영) 혹은
전화문의(국번없이1355)하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전국에 91지사)에 연결된다.

Life in Busan 외국인을 위한 부산생활 가이드북

(1) 긴급지원 대상
위기상황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 시
•주 소득자의 휴-폐업 (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지속, 소규모 제조 – 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곤란, 거소 없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소득 · 재단기준
•소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446천원) 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4인기준 1,956천원) 이하)
•재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2)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현장확인 후
선 지원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사후연계

※ 주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 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거주지 시 · 군 · 구청 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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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종류

(4)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종류
생계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금액
108만원(4인기준)

최대횟수
6회

위
기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
300만원 이내
2회
상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황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59만원
금 주 주거
12회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대도시, 4인기준)
전 급
· 여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34만원(4인기준)
6회
현
이용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물
지
초 20.5만원,
원
중 32.6만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2회
부 교육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고 39.9만원 및
가
수업료 · 입학금
급
여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1회
그밖의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88,800/월
(연료비
지원
- 해산비(60만원) · 장제비(75만원) · 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6회)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성격으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매월 평균임금의 8.3%를 납부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1인당 연 1회 16,000원 납입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귀국경비 확보
40만원 ~ 60만원, 국가별 상이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대비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르나 30세 기준 남자의 경우 1년에 9,100원)

사업주 가입

외국인근로자
가입

※ 4대 사회보험 중 산재 ·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내국인 1544-1350

•외국인/영어, 중국어 국번없이 1350

2)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1)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말한다. 계약체결 시에 임금 · 직종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10. 취업과 근로

(2)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1) 취업 및 외국인고용 노동부 molab.go.kr EPS eps.go.kr
(1) 취업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다. 국민배우자(F-13,
F21)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된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된다.

(2)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도
외국인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일부) 등 5개 업종에 한정
된다. 외국인 고용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년간이며, 3년 후 계약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
로 1년 10개월간 근무가 가능하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을 때, 사업주 또는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장시간
근로 및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근로를 당하였을 때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과에 진정할 수 있다. (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1544-1350)

(3)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3) 임금체불

▷ 일반외국인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및 송부 →
표준근로계약 체결 → 사전취업교육 → 입국 및 취업교육 실시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배치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장

▷ 특례외국인 : 방문취업(H-2)입국 → 취업교육 수료 → 구직신청 및 알선 →
표준근로계약 체결 → 근로개시 신고

•진정사건이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 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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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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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산생활

(4) 노동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인 이상의 사업장)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휴식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식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휴식시간에 한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5) 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Ⅴ
기타정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법률로 정한 임금의 하한선이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이라고 한다.
•모든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으로 2016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6,030원이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2013년 10월1일부터 귀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3) 사회보험
- 한국 국적이 있는 자가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사회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혜택을 고려할 때,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이와 관련된 보험료는 회사가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걷어 사회보험관리기관에 제공한다.

4)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회사는 실업에 대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임금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한다.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국가가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보험제도의 설치를 통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신청을 하면 공단 측의 심사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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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정보

2. 외국인이용 종교단체

1. 외국인지원기관
No

단체명

소재지

연락처

1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사회통합팀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17-26

051-461-3082

2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시 남구 수영로 356 여성회관

051-610-2027

3

사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95 여성문화회관

051-320-8344

4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시 사하구 신평 1동 262-24번지
임호빌딩 2층

051-205-8345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06
기장종합사회복지관

051-723-0219

부산시 북구 효열로 144

051-365-3408

다
문
기장군
5 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
족
지
6 원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
터
부산진구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

동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53-14 2층

051-817-4313

부산시 해운대구 양운로 91

051-702-8002

부산시 동래구 사직2동 사직북로 77(594-8)

051-506-5766

1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부산센터)

부산시 연제구 거제2동 1330 부산의료원

051-508-1366

11

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50-19

051-902-2248

12

13

14

(사)이주민과 함께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193-9 송광빌딩 4층

아시아공동체학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지부)

부산시 남구 문현4동 1003-1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2603-15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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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단체명

소재지

연락처

1

카톨릭센터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81-1

051-462-1870

2

바른손교회

부산시 동구 초량동 577-1

051-441-0648

3

부산모자이크교회

부산시 중구 영주1동 52-1

051-469-1009

4

세계로교회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191-27

051-831-7123

5

수영로교회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418-1

051-740-4500

6

신평로교회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18

051-220-0200

7

주례교회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689-1

051-312-8022

8

풍성한교회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367-1

051-507-8844

9

호산나교회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3245-5

051-209-0191

10

러시아선교회

부산시 동구 초량1동 562-2 초원빌딩 3층

051-467-9799

11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08-1

051-803-9181

12 한국외국인선교회 부산지부

부산지부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715-7

051-971-7687

13 한국근본불교조계종길상사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8 신촌마을

051-973-3076

14

길상사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산147-5

051-741-8400

15

미룡사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051-404-4300

16

범어사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

051-508-3122

17

홍법사

부산시 금정구 두구로 33번길 202

051-508-0345

18

이슬람사원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0-1

051-518-9991

051-802-3438

051-633-1381

051-86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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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jid Al Fatah
이
슬
람
센
터

Masjid Al-Kautsar
Mushola Babussalam
Mushola Miftahul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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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0-1
부산시 강서구 녹산 산업 용품상가 4동 210호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854-1번지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429-6번지 3층

Ⅴ. 기타정보

3. 긴급구조 요청전화(112, 119)
-

국번 없이 통보가 가능
휴대전화로 통보할 때도 지역번호 없이 112, 119번으로 가능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를 이용하면 동전과 카드 없이 가능
112 및 119로의 통보는 컴퓨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파출소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 보다
신속한 구조가 가능
[사건, 사고 발생시 112 전화]
-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 순찰차와 파출소에서 출두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범죄행위를 목격한다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보함
- 신고할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또한 범인의 인상, 휴대품, 특징, 사람 수,
도주방향 및 도주 시 이용 수단, 통보자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을 신고함.
[화재, 구조 요청시에는 119 전화]
- 소방서의 구급차와 구조대를 신속히 현장으로 출두시키는 통보시스템
- 119 신고를 접수하면, 관할지역의 소방서에서 대원들이 출두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엘리베이터 사고, 건물붕괴, 가스폭발 등의 대형사고 및 긴급환자발생 시에도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확히 통보함.

4. 부산소재 외국공관
중화인민공화국 주부산총영사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94번길 25(우동)
Tel : 051-743-7988, 7985 Fax : 743-7987 busan.china-consulate.org/kor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초량동)
Tel : 051-465-5101 Fax : 464-1630
www.busan.kr.emb-japan.go.jp
주부산러시아총영사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94(중앙동4가) (외환은행빌딩 8층)
Tel : 051-441-9904~5 Fax : 464-4404
주한미국영사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612호(양정동, 롯데골드로즈)
Tel : 051-863-0731~2 Fax : 863-0734
부산 인도네시아센터(인도네시아 부산영사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번지 인도네시아영사관 3층
Tel : 051-365-0041 Fax : 365-0042 indonesiacenter.or.kr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부산사무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70(중앙동 4가 25) 동방빌딩 9층
Tel : 051-463-7965 Fax : 463-6983
부산 프랑스 문화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11
Tel : 051-465-0406 www.afbusan.co.kr
부산 독일 문화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17(대창동1가 독일빌딩 8층)
Tel : 051-441-4112(부산독일명예영사관) 비자 및 영사업무(9:00~17:00)
051-441-4115(상담 및 문의) Fax : 441-4113 www.goethe.de/ins/kr/ko
필리핀 문화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63(초량동 국제오피스텔 4층)
Tel : 051-442-0025 Fax : 442-0748
부산인도문화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705-9(두구동)
Tel : 051-508-4254 Fax : 508-4259 www.iccb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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