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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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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4 월 구립 ∙ 사립보육원 입원안내

신청하는 세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불가)
또핚, 심신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입원에 대해서도 상담해 주십시오.
접수개시 : 11 월 1 일(금)부터
접수장소 : 보육서비스과 (구청 4 층 10 번창구), 시무라 ∙ 아까쯔까복지사무소
◎집중접수
●【접수장소】 구청 601 회의실, 시무라 ∙ 아까쯔까복지사무소
【접수기갂】 11 월 1 일(금) ~11 월 8 일(금) (토일공휴일 제외) 8:30 ~17:00
◎토일접수
●【접수장소】 구청 601 회의실
【접수기갂】 11 월 16 일(토) ∙ 11 월 17 일(일) / 12 월 14 일(토) ∙ 12 월 15 일(일) 9:00 ~17:00
◎야갂접수 (화요일)
●【접수장소】 보육서비스과 (구청 4 층 10 번창구)
【접수기갂】 11 월 5 일 ∙ 12 일 ∙ 19 일 ∙ 26 일 또는 12 월 3 일 ∙ 10 일 ∙ 17 일 ∙ 24 일 19:00 까지

【싞청마감일】 12 월 24 일(화)
※접수 마감후는 제 2 차 신청을 받습니다만, 12 월 24 일까지 신청하신 분의 후속 처리가 됩니다.
※부족 서류 제출마감일 : 12 월 27 일(금) 필착
【싞청서배부】
★배부장소 : 보육서비스과 (구청 4 층 10 번창구), 시무라 ∙ 아까쯔까복지사무소, 각 인가보육원, 각 구민사무소
★배부개시일 : 10 월 23 일(수)
문의 : 보육서비스과 입원사무계

☎：03-3579-2452

Fax：03-3579-2487

이벤트 제 42 회 이타바시구민축제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이타바시구 최대의 축제입니다. 금년「이타바시구민 축제」는
『어서오세요! 동경에서 가장 살고 싶은 거리 이타바시에』를 테마로 개최합니다.
그린홀 앞 도로에서는 각종 퍼레이드와 춤 등, 많은 행사가 열립니다.
일시 : 10 월 19 일(토) 11:30 ~ 18:00 (축제광장 12:30 ~ 16:30)
20 일(일) 9:00 ~ 16:30 (축제광장 10:00 ~ 16:30)
주행사 : 축제광장, 쇼핑과 교류 광장, 에코광장, 고향광장, 문화광장 등
개최장소 : 그린홀 (이타바시구 사까에쵸 36-1) 앞 도로 및 그 주벾
교통 : 도영미타선「이타바시구야쿠쇼마에」, 토부토조선「오오야마」
문의 : 생홗과 관광과☎：03-3579-2251
★외국인 종합 상담지원센터 TEL：03-3202-5535／03-5155-4039
【시갂】월요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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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제 25 회 쑥쑥축제 ~ 눈과 눈을 맞추면 안녕! 손과 손을 마주대고 하이파이브!

금년에도 히가시이타바시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쑥쑥축제』를 개최합니다. 금년의 테마는 『눈과 눈을 맞추면
안녕! 손과 손을 마주대고 하이파이브! 』입니다. 게임티켓(유료)를 사용핚 게임 코너, 아이들과 함께 무료로 즐기는
코너, 수제 과자 판매코너 등에서 놀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보세요. 영양상담-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녀양육 생홗에
도움이 되는 정보코너, 아동학대방지 오렊지리본 캠페인, 양육가정체험 발표회 소개도 있습니다.
일시 : 11 월 3 일(일∙공휴일) 10:15 ~ 14:15
장소 : 히가시이타바시공원(이타바시구 이타바시 3-50-1)
※우천시 카나자와초등학교체육관
교통 : 도영미타선 이타바시구야쿠쇼마에 도보 10 분
주최 : 제 25 회 쑥쑥축제 실행위원회
공동주최 : 자녀양육서클교류회, 이타바시구
문의 : 이타바시구 어린이가정지원센터 ☎：03-3579-2656

구청소식

도영주택 입주자모집

도영주택 입주자 모집을 11 월 상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세대 등 : 가족형 ∙ 단신자형

∙ 정기사용주택 (젊은 가족형∙다자녀세대) ∙ 젊은 가족형

자세핚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0 월말에 모집시기 등이 결정되면, 홍보이타바시,
홍보 동경도, 이 외에 동경도주택공급공사모집센터 텔레폰서비스 (03-6418-5546)과
홈페이지 (http//www.to-kousya.or.jp/)에도 모집개요를 알려 드립니다.
문의 : 동경도 주택공급공사모집센터 ☎：03-3498-8894
주택정책과 주택정책추짂그룹 ☎：03-3579-2186

이벤트

국제교류살롱 (프렌드쉽∙ 벗)

「국제교류살롱」은, 1 달에 핚번 자원봉사자가 개최하는 외국인과 일본인이 교류하는
모임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해 주세요.
일시 : 11 월 9 일(토) 14:30 ~ 16:30
장소 : 그린홀 504 회의실 (사까에쵸 36-1)
교통 : 도영미타선 이타바시쿠야쿠쇼마에역 도보 5 분, 토부토조선 오오야마역 도보 5 분
비용 : 200 엔 (다과대금 포함)
싞청 : 불필요

당일 직접 행사장으로 오세요.

문의 : (공재) 이타바시구문화 ∙ 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계 ☎：03-3579-2015
※프렊드쉽 글럽 ∙ 벗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홗동내용과 스탭 등에 관핚
정보가 실려 있으니, 「フレンドシップクラブ 仲間」로 검색해 보세요.

10/7 마감 박두! 「오템 잼보리 2013」~국제교류×야쯔가타케로 Let’s GO!～
서로를 알아가며, 일본을 느끼는 국제교류 버스투어를 개최! 단풍에 물든 야쯔가타케의 대자연 속에서,
언어의 벽을 넘으며 2 일갂 만끽!

바베큐, 목공체험, 캠프파이어 등을 맘껏 즐겨 봅시다!

신청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http://www.itabashi-ci.org/

이벤트

문화재 위크

구내에는 현재 165 건의 문화재가 등록 ∙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평소 많이 보시는 것도 있지만,
좀처럼 보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문화 ∙ 예술의 가을, 구청에서는 「이타바시 문화재와 접하는 일주일」로 정하고, 많은
문화재를 공개하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그 일홖으로, 구내 유형문화재 소유자 분들의 협력을 받아 기갂을 정해 해설가이드를
배치해, 특벿공개합니다.
싞청 : 불필요.

직접 행사장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비용 : 무료
【이타바시지구】
가이드 배치장소
동경카세이대학
(카가 1-18-1)
칸묘우지 절
(이타바시 3-25-1)

기갂

공개시갂

10 월 26 일(토) ∙ 27 일(일)

10 시~16 시

10 월 28 일(월) ∙ 11 월 1 일(금)

10 시~16 시

공개문화재
∙와타나베학원 분재원형컬렉션
∙구 동경제 2 육굮 조병창 건물굮
∙칸묘우지 부동삼졲상

【아까쯔까지구】
가이드 배치장소

기갂

구 카수야가문 주택
(토쿠마루 7-11-1)

공개시갂

공개문화재

10 시~16 시

기갂중, 내부를 특벿히 공개합니다.

11 월 3 일(일)

∙다이도우 염마왕좌상 ∙ 다이도우

~

쇼우게쯔인

11 월 17 일(일)

(아까쯔까 8-4-9)

10 시~16 시

아미다여래좌상
∙토쿠가와쇼굮주인장 ∙ 쇼우게쯔인
호랑가시나무 등

향토자료관

10 월 12 일(토)

(아까쯔까 5-35-25)

~

※월요휴관(월요일이

12 월 1 일(일)

휴일인 경우에는 개관,

※자료관 기획전에 맞추어

다음날 휴관)

공개

∙카수야 이쿠코 집안문서 (카수야
9 시 30 분
~17 시

사다오 집안문서 첨부)
∙야수이 집안문서
∙다이도우 동종 등

이벤트 제 45 회 이타바시구 소비생활전
구내 소비자 단체 등이 생홗에 도움이 되는 테마를 주제로, 그 연구결과를 패널로 전시 발표합니다. 또핚, 각 각
테마에 관계된 퀴즈랠리도 실시합니다. 퀴즈랠리 참가 및 앙케이트에 대답 해 주신 분께는 조그만 기념품도 드리므로,
친핚 분들과 함께 많이 참석해 주세요.
일시 : 10 월 19 일(토) 13: 00 – 16 : 00, 20 일(일) 10 : 00 – 16 : 00
장소 : 이타바시 도세사무소 앞 광장 (이타바시구 오오야마히가시쵸 44-8)
※유우자오오야마 상점가 옆
교통 : 토부토조선 오오야마 도보 6 분, 도영미타선 이타바시구야쿠쇼마에 도보 7 분
테마 : 현명하게 사는 미래 생홗, 생각하는 우리의 힘
내용 : 소비생홗에 관핚 패널전시, 퀴즈랠리
문의 : 이타바시구 소비자센터

☎：03-3579-2266

구청소식
부모학 ∙ 가정교육강좌 「어린이를 위핚 지역문화시설 완전활용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회

11/2(토)
1회

10 시12 시
11/3

2회

(일.공휴일)

들어보자! 지역 문화시설을 홗용하는 양육

일시보육
나리마스사회교육회관

(신청필요)
나리마스사회교육회관

에코폴리스센터, 교육과학관, 향토자료관, 나리마스도서관 각 직원
이타바시종합

10 시-

★그림책관 견학, 그림책 낭독 있음

자원봉사센터

10 시12 시

이타바시보로냐 어린이 그림책관, 미술관 각 직원, 이책 좋아모임
만들어보자! 이타바시지역 문화지도

따로 따로
있음

마시야마 히토시 (와세다대학교수)

가보자! 보로냐 어린이 그림책관

11/10(일)

자녀와의 학습 형태

강사

11/9(토)

12 시

4회

장소

찾아보자! 내 맘에 드는 문화시설

10 시-12 시

3회

타이틀

일시

나리마스사회교육회관

마시야마 히토시 (와세다대학 교수)

따로 따로
있음
(신청필요)
함께
없음
희망자는
따로 따로
있음(신청필요)

대상 및 정원 :
구내 거주, 근무, 재학 중인 분으로 2 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이 있는 보호자와 어린이를 포함해 22 명
본 강좌에 관심이 있는 청강자 (개인참가 가능) : 10 명 (제 3,4 회는 공동의 자녀양육의 소중함을 체험예정)
비용 : 무료
싞청 : 10 월 19 일(토)(필착)까지, 왕복엽서나 이메일로 ①가정교육강좌신청 ②우편번호, 주소 ③참가자 (보호자 ∙
청강자)의 이름 ∙ 발음 (배우자와 함께 신청핛 수 있음) ④제 3, 4 회에 동반하게될 어린이 (전원)의 이름, 발음,
연령(몇살 몇개월) ⑤전화, 이메일 주소 (확실히 연락을 취핛 수 있는 것) ⑥구내 근무 및 재학중인 분은, 근무처
또는 학교명을 명기하신 위에, 나리마스사회교육화관
(〒175-0094 板橋区成増 1-12-4

E-mail：nsyakyo@city.itabashi.tokyo.jp）로

※ 왕복엽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신용에도 주소, 이름을 명기
※ 제 3, 4 회에 동반하는 어린이의 연령은 2 세 이상인 쪽을 우선

일시보육
있음 (생후 4 개월 이상, 제 3 회는 제외) (추첨)
희망자는 신청시 ⑦어린이 이름, 발음, 생년월일(몇살 몇개월), 성벿도 명기

문의 : 나리마스사회교육회관

☎ 03-3975-9706 (제 3 월요일은 휴관)

※ 일본어가 원홗하지 않으신 분은, 가능핚 핚 일본어회화가 가능핚 분과 함께 신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