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浦安市パートナーシップ宣誓制度」の宣誓を希望される方へ

‘우라야스시 파트너십 선서 제도’의 선서를 희망하시는 분께

浦安市企画部多様性社会推進課

우라야스시 기획부 다양성 사회 추진과

浦安市では、浦安市基本構想の基本姿勢に基づき、人権が尊重され、多様な個性や価値観を認

め合い、誰もが地域の中で生き生きと暮らし共に支え合う社会の形成を図ることを目指し、性自

認や性的指向に係る性的マイノリティの自由な意思を尊重するパートナーシップの宣誓に関する

制度を創設しました。この制度は 2021 年 5月から始まります。

우라야스시는 우라야스시 기본구상의 기본자세에 따라 인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다양한 개성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모두가 활기차게 생활하며 서로 돕는 지역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성 자인과

성적 지향과 관련된 성 소수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파트너십의 선서에 관한 제도를

창설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1 년 5 월부터 시행합니다.

この制度は、戸籍上の性別にとらわれず、お互いが人生のパートナーであるという方々が、自

由な意思によるパートナーシップ宣誓を行い、宣誓したことを浦安市が公的に証明するため、宣

誓書受領証を発行するというものです。

서로를 인생의 파트너로 자부하는 분들은 호적상의 성별과 관계없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파트너십 선서를 하실 수 있으며, 우라야스시는 해당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선서서 수령증을 교부합니다.

※ この制度は、民法上の婚姻とは異なり、法的な権利や義務が発生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 이 제도는 민법상의 혼인과는 달 리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１対象者

① 成年であること。

② 双方が市民であること。または一方が市民で、他方が市内へ転入予定（３か月以内）であるこ
と。または双方が市内へ転入予定（３か月以内）であること。

③ 結婚していないこと。

④ 宣誓者以外の人とパートナーシップの関係にないこと。

⑤ 民法に規定する婚姻ができない続柄（近親者など）でないこと。

⑥ 双方が浦安市パートナーシップの宣誓の取扱いに関する要綱に基づく宣誓の取り消しを受けた
ことがないこと



1 대상자

① 성년일 것.

② 쌍방이 우라야스 시민일 것. 또는 한쪽이 우라야스 시민이고 다른 한쪽이 우라야스 시내로

전입할 예정(3 개월 이내)일 것. 또는 쌍방이 우라야스 시내로 전입할 예정(3 개월 이내)일 것.

③ 결혼한 상태가 아닐 것.

④ 선서자가 아닌 사람과 파트너십 관계가 아닐 것.

⑤ 민법에 규정된 혼인 불가능한 관계(근친자 등)가 아닐 것.

⑥ 쌍방이 우라야스시 파트너십 선서의 취급에 관한 요강에 따라 선서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것.

２宣誓方法

① 宣誓日の予約

宣誓を希望する日の３か月前から７日前までに、窓口又は電話、メールでご予約ください。

（土・日・祝日・年末年始を除く。）

【連絡先】

浦安市企画部多様性社会推進課

浦安市猫実１－１－２ 文化会館２階

電話：047-712-6803

（平日 9 時～17 時までにご連絡ください）

メールアドレス：tayousei@city.urayasu.lg.jp

2 선서 방법

① 선서일 예약

선서 희망일 3 개월 전부터 7 일 전까지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 는 이메일로 예약하십시오.

(토•일•공휴일•연말연시 제외)

<연락처>

우라야스시 기획부 다양성 사회 추진과

우라야스시 네코자네 1-1-2 문화회관 2 층

전화: 047-712-6803 (평일 9 시~17 시)

이메일: tayousei@city.urayasu.lg.jp

②パートナーシップの宣誓

・ 予約日時に多様性社会推進課へ 2人そろってお越しいただきます。

・ 必要書類をご持参ください。

・ 予約時の申し出により、親族、第三者の確認・同席も可とします。

・ 市の職員の前で「パートナーシップ宣誓書」に自署し、ご提出いただきます。



② 파트너십 선서

･예약하신 날짜와 시간에 맞춰 두 분이 함께 다양성 사회 추진과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구비 서류를 가져와 주십시오.

･예약 시에 신청하시면 친척, 제삼자의 확인과 동석도 가능합니다.

･직원 앞에서 ‘파트너십 선서서’에 자필로 서명하신 뒤 제출하여 주 십 시 오 .

③宣誓書受領証等の交付

・提出書類について、パートナーシップの宣誓の対象となる要件が満たされているか確認しま

す（事務作業等のため、60分程度、お時間をいただきます）。

・提示書類により本人確認を行います。

・ 要件を満たしている場合、宣誓書受領証（書面はお二人で１部、カードはお二人にそれぞれ

１部ずつ）を即日交付します。

③ 선서서 수령증 등의 교부

• 제출 서류가 파트너십 선서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사무 작업에 60 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 서류 제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선서서 수령증(서면은 1 부, 카드는 각자 1 장씩)을 당 일 에

교부합니다

３必要書類

①提出書類（３か月以内に発行されたもの）

○ご住所が確認できる書類

▪住民票の写しまたは住民票記載事項証明書 

（本籍、世帯主の氏名及び関係、住民票コード、マイナンバー記載は不要）

○独身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

▪本国が発給した婚姻要件具備証明書等及び日本語翻訳 

②提示書類

▪本人確認書類(運転免許証、マイナンバーカード、パスポート、在留カードなど) 

3 구비 서류

① 제출 서류(3 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

(본적,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주민표 코드, 마이넘버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 독신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이 발급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등과 일본어 번역



② 제시 서류

▪본인 확인 서류(운전면허증, 마이넘버 카드, 여권, 재류 카드 등)

４その他

宣誓に関する事務（予約・宣誓の受付など）はすべて日本語で行います。

4 기타  

선서에 관한 사무(예약, 선서 접수 등)는 모두 일본어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