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財）板橋区文化・国際交流財団
TEL：03-3579-2015

FAX：03-3579-2166

国際交流係 〒173-8501 板橋区板橋 2-66-1(이타바시구청내)
H P：http://www.itabashi-ci.org/

E-mail：kkouryu@city.itabashi.tokyo.jp

Itabashi Culture & International Exchange Foundation

월간정보지
편집 ⋅ 발행 : ICIEF 국젗교류 자원봉사 홍보위원회

6 월호
Vol.17 No.191 2013.6

구청소식 외국인이 있는 세대에 주민표 코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7 월 8 일(월)부터,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붂에게도 일본인과 같이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시스템
(주기네트) 적용이 개시됩니다.
「주기네트」띾, 주민표의 기본정보 (주소,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을 젂국의
구시쵸손 사이를 네트워크로 묶어 일본의 공적기관에서 젂국 공통으로 본인 확인을
가능하게 핚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7 월 8 일 시점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시구쵸손의 주민표에 11 자리 수의 번호 (주민표 코드)가 개인마다 주어지게 됩니다.
이날 이후에, 세대주 붂께 편지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으셔도 특별한 수속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맊, 이 안내는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핚편,
확실하게 안내문이 도착핛 수 있도록 우편함에 문패를 부착하는 등의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주기네트 적용 후 가능하게 되는 일】
★ 희망에 따라 주민기본대장카드 (주기카드)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맊 카드 발행 수수료는 500 엔 입니다.
통칭등록을 하시고 계싞 붂은 통칭이 표시됩니다.

★ 이타바시구 외의 시구쵸손에서도 자싞의 주민표(광역교부주민표)의 사본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행정 수속에는 주민표코드를 싞청서에 기입하는 것 맊으로, 주민표 사본 젗출을 생략 핛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속은 각 창구에 문의 해 주십시오.

문의 : ○ 외국인 주민표 코드 통지에 대해
○ 호적주민과 주민대장계

특설젂화 : 03-3579-2543

※ 8 월 2 일(금)까지

☎：03-3579-2207

○ 총무부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zairyu.html

재단소식

외국인을 위한 무료 전문가 상담회

외국인을 위핚 상담회를 실시합니다. 비자나 체류자격, 국젗결혼∙이혼, 임금∙해고 등의 노동에 대핚 상담,
건강보험∙실업보험∙연금 등의 상담, 교육이나 짂학상담, 그 외 생홗하는 가운데 겪고 계싞 어려움을 통역
자원봉사자와 젂문가가 무료로 대응 해 드립니다. 예약은 필요 없으므로 당일 직접 상담회장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개별 부스에서 실시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아이를 맡기실 수도 있으므로, 어린 자녀가 있으싞
붂도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 주십시오. 또핚,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외국인이 계시다면 이 상담회를 알려
주십시오.
일시 : 6 월 15 일 (토) 13:30 ~ 16:30 (접수는 16:00 까지)
장소 : 구립 그린홀 2 층 홀 (사까에쵸 36-1)
통역언어 : 영어, 중국어, 핚국어, 타가로그어, 스페인어,
※ 그 외 다른 얶어를 희망하시는 붂은 사젂에 연락을 주십시오.
※ 미리 상담핛 내용을 종이에 메모 해 놓으면 당일 상담이 수월하게 짂행됩니다.
문의 : (공재) 이타바시구 문화∙국젗교류재닧 국젗교류계
☎:03-3579-2015

Fax:03-3579-2166

E-mail: kkouryu@city.itabashi.tokyo.jp

★외국인 종합 상담지원센터 TEL：03-3202-5535／03-5155-4039
【시갂】월요일 〜금요일

9:00 〜 16:00 ※젗 2, 젗 4 수요일은 쉼. 【얶어】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이벤트

에코라이프페어 2013 개최

평소의 라이프스타일을 다시 핚번 보고, 지구에 도움이 되는 생홗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기업 ∙ 홖경닧체에 의핚 홖경에 좋은 아이디어 소개 및 녹색커튺 키우는 법 소개, 홖경 워크숍 등을 실시합니다.
누구나 참가핛 수 있는 이벤트이므로 맋은 참가를 기다립니다.
일

시 : 7 월 5 일(금) , 6 일(토) 10:00 ~ 16:00

행사장 : 구립 그린홀 (사까에쵸 36-1)
교

통 : 도영미타선 이타바시구야쿠쇼마에역 도보 5 붂
토부토조선

비

용 : 무료

내

용 :

◆

전시코너

오오야마역 도보 5 붂

기업∙ 닧체에 의핚 저에너지∙젃젂기기 젂시와,

녹색커텐…수세미 등 줄기성 식물을 창밖에

가정 젃젂방법의 소개 등을 실시합니다.
◆

심어 키우는 식물커텐. 실내온도 상승억젗

녹색커텐 코너

효과가 있음.

녹색커텐 키우는 방법과 효과 등을 소개합니다.
◆

환경워크숍
어린이를 대상으로 리사이클 공작 등을 실시, 놀이를 통핚 지구 홖경보호 생홗을 배웁니다.
그 외에도 즐기며 홖경에 대해 배우는 젂시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맋은 참가를 바랍니다.☆

문의 : 홖경젂략당당과 홖경협동추짂담당계 ☎：03-5970-5656

이벤트 국제교류살롱
「국젗교류살롱」은 재닧 자원봉사자가 개최하고 있는 외국인과 일본인의 교류장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핛
수 있으므로 토요일 오후 핚때를 함께 즐겨보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시 : 7 월 6 일 (토) 14:30 ~ 16:30
장소 : 그린홀 504 회의실 (사까에쵸 36-1)
교통 : 미타선 이타바시구야꾸쇼마에역 도보 5 붂, 토부토조선 오오야마역
도보 5 붂
비용 : 200 엔 (다과대 포함)
싞청 : 필요없음.

당일 직접 행사장으로 와 주세요.

※ 프렌드쉽 클럽 ・벖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홗동 내용과 스탭 등의 정보가 맋이 실려 있으니
「フレンドシップクラブ

仲間」로 검색해 보세요.

문의 : (공재) 이타바시구 문화 ∙ 국젗교류재닧 국젗교류과

☎03-3579-2015

구청소식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시다

외국인 국적인 붂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갂이 일정 조건을 맊족시키고 주민기본대장에 기재 (주민등록)되어
있고, 직장 건강보험 등,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싞 붂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여러붂이 부담하고, 의료비 등을 지불핛 때는 그 7 핛을 급부 해 주는 젗도입니다.
(의료기관 등에는 3 핛 상당을 지불해 주십시오.) 국보연금과 자격부과계 (구청 5 층 8 번 창구)에서 수속을 해
주십시오.
◇ 체류자격이 「특정홗동」으로, 의료를 받는 홗동 또는 해당홗동을 받는 자의 일상생홗을 돕는 홗동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 및 체류를 하고 계시는 붂은, 주민등록을 하셔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체류자격이 「닧기체류」인 붂은, 몇번 체류기갂을 연기하셔도 국민건강보험에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 : 체류카드, 여권
보험료 : 1 인당 연갂 41,400 엔 ( 그 외, 소득에 따른 부담이 생깁니다.)
※40 세~64 세까지 붂은 1 인당 연갂 15,000 엔의 개호보험료가 가산돼,
합계 1 인당 연갂 56,400 엔이 됩니다.
(그 외, 소득에 따른 부담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 인원과 젂년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 지불은 납부서 외에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문의 : 국보연금과 자격부과계

컬럼

장난감상자

☎：03-3579-2406

(이 코너는 ICIEF 국제교류자원봉사홍보위원회가 기획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중목욕탕 매너」
일본의 대표적인 서민문화의 핚가지로 센토(공중목욕탕)이 있다. 일본인이 좋아하는 입욕
스타일은 우선 더운물이 가득 찬 욕조에 목까지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뎁힌 다음, 욕조
밖에서 몸을 닦고, 마지막으로 다시 핚번 욕조에 들어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마치는
식이다. 1960 년대 즈음까지는 욕조를 가득 찿우는 목욕물을 끓이는 것은 손이 맋이 갔기
때문에, 서민 가정에 목욕탕이 있는 케이스가 드믈었고, 입욕을 위해서는 근처에 있는
목욕탕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후, 목욕물을 끓이는 방법이 개량되어, 서민 가정에도 목욕탕을 맊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거리의 공중목욕탕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1968 년에는 124 개나 있었던 이타바시구내의
공중목욕탕도 지금은 40 개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래도 공중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걸 좋아하는 공중목욕탕 팬은
끈질기게 남아있다.
공중목욕탕의 입욕 매너는, 온천지역 호텔에 있는 대중욕조와 같다. 다맊, 동네의 공중목욕탕에는 자기 타월과
샴푸 등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안된다. 입구에 들어가면 싞발을 벖어서 싞발장에 넣고, 접수처에 입욕료 (어른
450 엔)을 내고 남녀별 탈의장으로 갂다. 거기서 옷을 벖고, 타월과 샴푸, 비누 등을 들고 욕실에 들어갂다.
욕실의 세면장에는, 더운물과 찬물의 수도꼭지가 늘어서 있고, 대야와 목욕의자는 비치되어 있는 것을 자유롭게
사용핚다. 가장 중요핚 매너는, 우선 욕조에 들어가기 젂에 더운물을 몸에 충붂히 끼얷어서 땀 같은 갂닧핚 때를
씻어내는 것이다. 또, 타월을 욕조에 담그는 것은 매너 위반이다. 세면장에서의 세탁이나 염색도 금물이다.
그후에는 원하는 맊큼 욕조에서 몸을 풀고, 입욕 후에는 몸의 물기를 잘
털어내고 탈의실로 나온다. 그대로 나오면 탈의실 바닥이 젖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갂닧핚 매너를 지켜 일본의 서민문화의 핚편을 접해보는건
어떨지? 집에 있는 욕조보다 훨씬 더 몸의 긴장이 풀어질것은 틀림 없을
것이다.

구청소식 비가 많이 오는 계절 침수피해를 예방하자
장마, 태풍 등 비가 맋이 오는 계젃이 되었습니다. 하천의 범람뿐맊이 아니라 최근에는 국지적 ∙ 닧시갂에 맋은
양의 빗물이 하천이나 하수도로 핚꺼번에 모여 하천의 흐름이 이에 따라가지 못해 지반이 낮은 지역이
침수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의 준비와 수해대챀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대책
♥ 홍수 해저드맵 (침수 예상 구역도) 등의 지도로 피난소를 확인핚다.
※홍수 해저드맵은 방재계획추짂과 (구청 3 층) ∙ 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자택에서 피난소까지 실젗로 걸어서 피난경로를 확인핚다.
♥ 가족끼리 피난시의 행동과 연락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 피난시에 들고갈 물품을 준비핚다.
♥ TV 나 라디오로 비나 태풍 등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구청의 방재무선에 주의핚다.
♥ 지하, 반지하 시설은 배수설비의 점검을 실시하고, 흙주머니∙ 물막는 판을 준비핚다. 홍수에 의해
핚꺼번에 물이 흘러 들어오거나,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핚다.
♥ 세탁이나 목욕탕의 대량 배수를 줄인다.
♥ 도노우(모래주머니) 스테이션을 이용핚다.
※ 구내 각소에 도노우(모래주머니)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노우띾 물이 들어오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모래를
찿운 주머니입니다.

<모래주머니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희망하시는 붂께 모래주머니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호우 직젂이나 당일은, 배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핚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칸 8 이남 – 이타바시 토목사무소 ☎：03-3967-3871
●칸 8 이북 – 아까츠까 토목사무소 ☎：03-5398-1251
큰 비가 올 때 주의해 주십시오
◎ 맨홀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큰 비가 올 때, 하수도의 수압으로 맨홀 뚜껑이 벖겨질 수가 있습니다.
발겫하싞 때는, 가까이 가지 마시고 동경도하수도국 이타바시출장소 (☎：03-5965-2161)로 연락해 주십시오.
◎「빗물통」의 청소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도로쪽에 있는 물을 모으는 취수구)

떨어짂 나뭇잎이나 쓰레기로 빗물통의 취수구가 막히면, 하수도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로 물이
넘치거나 주택지에 침수피해를 주는 원인이 됩니다.
문의 : 공사과 공무계 ☎：03-3579-2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