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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7 일상생활

１． 생활의 매너

일본인과의 교류
생활에서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일본의 예의범절이나 생활습관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 조금씩 익혀갑시다．

・약속한 시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합시다．늦어지거나 못 갈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하도록 합시다．

・일본인의 인사는 허리를 굽혀 머리를 숙입니다．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이는 깊이 파고든 질문（직업이나 수입，가정의 이야기 등）

을 하는 것은 실례가 됩니다．

・남에게 무슨 일을 부탁할 때에는 집요하게 따지거나 강한 자기주장을 하면 상대방

이 불쾌하게 느낍니다.

이웃교제

（１）인사

이웃사람들간의 인사는 중요합니다． 평소의 인사는 훗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

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서로 인사를 하면 방범상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２）소음

도심부에서는 특히 생활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소리에 그리 너그럽지 못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에서는 특히

조심하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는 밤１０시를 넘어서 인근에 울리는 소리를 내는 것은

삼가도록 합시다． 또 야간에 일을 하고 낮에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

인은 소음이라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건물구조상 이웃집에는 생각보다 소리가 크게 들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야간의 청소기 사용，빨래，사람출입，문의 개폐 등에는 조심

합시다．

본인이 소음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을 때에는 집합주택경우에는 입거계약을 맺은

부동산가게로，그 밖의 경우는 자치회의 임원 등에게 상담하도록 합시다．

（３）자치회（정내회）

지역에따라 대간 자치회 등 인근 사람들과의 친목을 다지거나 청소，방범 등의 일

을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단체가 존재합니다． 보통은 여러가지 친목행사나 공공부

분의 청소 등의 활동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회에의 참가 여부는 어디까지나 임의이기는 하나 특히 지역의 행정정보와 같

은 것은 자치회를 통해 입수하기 쉬운 경우도 있어 편리합니다． 또 인근주민들과 친

목이 생기면 방범상에도 도움이 될 경우도 있으므로 될수록 참가하도록 합시다．

（４）회람판

자치회에 들어가면 「회람판」이 차례로 돌아옵니다． 회람판은 관청부터 온 정보를

클립보드에 고정시킨 형태가 많습니다． 이웃사람이 가져오기 때문에 읽으면 도장 혹

은 사인을 하고 다음 집으로 가져갑니다． 다음에 어느 집으로 가져가면 좋은지를 받

을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５）청소

동네나 단지에 따라서는 각각 지정된 날에 집주위나 도로，가까운 공원 등의 청소

를 합니다． 이때에는 각 가정에서 １명이상 나와 청소나 잡초뽑기 등을 합니다． 평

일에는 일때문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인근주민들과의 친목을 위해서라도 청소에

는 반드시 참가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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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소비생활

최근에는 가게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간단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계약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소비자로서 휴대폰이나 인터넷 계약, 자동차 할부 구입, 부동산 계약 등을 합니다. 자국과

일본의 상업 습관이 다르고 언어를 몰라서 상품 구입 시나 계약 시에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습니

다.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소비생활센터로 문의나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생활에 관한 문의 등

소비자로부터의 상담에 무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URL http://www.kokusen.go.jp/map/ncac_map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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