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주민 여러분께：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한 FAQ 

 

 

질문１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대답１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은 주민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본 및 지방 공공단체의 

행정의 합리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거주관계를 공증하는 주민기본대장 ※을 네트워크화한 

전국공통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2013 년７월８일부터 외국인주민 여러분에 대해서도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용이 개시됩니다. 

   ※
주민기본대장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기재된 주민표를 편성한 것으로 주민 

여러분에 관한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가 됩니다.주민표사본의 교부 등에 의해 주민여러분의 거주관계를 

공증함과 동시에 주민여러분에 관한 여러가지 사무를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질문２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용개시에 따라 무슨 수속을 해야 되나요?  

대답２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용개시에 따라 외국인주민 여러분이 수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용개시에 따라 외국인 주민여러분의 주민표에 

주민표코드 ※가 기재되어 2013 년 7 월 8 일부터 그 주민표코드가 살고 계시는 시구정촌 

으로부터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일부의 행정수속에 있어서 주민표코드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표코드 통지표는 잘 보관하십시오. 
※
주민표코드에 대해서는 질문６, 질문７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３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대답３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일부의 단체를 제외하고 ※ 주민여러분께 

여러가지 이익이 주어집니다.  ※
후쿠시마현 야마츠리마치（2013년 3월 현재） 

   〇행정기관으로의 수속 간략화 

주민기본대장법에 정해진 일본의 행정기관 등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본인확인정보 제공을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의 행정기관에서 주민표 사본 제출의 생략이 

가능해지는 등 수속이 간략화됩니다. 

〇주민표 사본의 광역교부 

종래에 살고 계시는 시정촌에서만 교부 받을 수 있었던 주민표사본에 대해서 

주민기본대장카드, 체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시는 시구정촌 

이외에서도 교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〇또한 주민기본대장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전입신고의 특례, 행정수속의 인터넷 신청 

등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주민기본대장카드에 관한 FAQ」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pdf/card_FAQ/card_FAQ_kor.pdf


 

질문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은 어떤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답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성명, 별칭(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분에 한합니다), 주소, 생년월일, 성별, 주민표코드 및 이것들의 변경정보 뿐입니다. 

이것은 주민기본대장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５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는 안전합니까? 

대답５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유정보・이용제한, 내부의 부정이용방지, 

외부로부터의 침입방지 등 보안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합니다. 2002 년 8 월 가동후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해킹과 정보누설 등의 사건이나 장해는 한번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질문６ 주민표코드란 어떤 것인가요?  

대답６ 주민표코드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전국공통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임의의 11 자리 번호입니다. 또한 주민여러분의 청구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７ 주민표코드를 민간의 기관이 이용하는 일이 있습니까? 

대답７ 주민기본대장법에 있어서는 민간에서의 주민표코드 이용을 규제하는 관점에서 민간 기관이 

주민표코드의 고지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약시에 주민표코드의 고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주민표코드가 기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지의 중지권고, 명령을 

거친 후에 명령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하고 민간이용을 엄중하게 금지합니다. 

 

 

 

 

 

 

※ 주민기본대장카드에 관해서는 「주민기본대장카드에 관한 FAQ」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홈페이지」（일본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pdf/card_FAQ/card_FAQ_kor.pdf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daityo/index.html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daityo/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