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발행：(공재) 이타바시구문화・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계
〒173-8501 이타바시구 이타바시 2-66-1 ☎03-3579-2015

외국인을 위한 일본전통예능 감상회
일본무용, 샤미센과 비와 등 일본의 전통악기 연주, 노래, 반주 등
여러 종류의 전통예능을 한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영어・중국어・한국어 프로그램을 나누어 드립니다.
언제 : 10/14(일) 13:30 접수개시 ~16:30
어디서 : 문화회관 소극장 (오오야마히가시쵸 51-1)
얼마 : 무료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직접 행사장으로 오세요.

통역 · 번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언어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내용 : 통역자원봉사자 … 구청 창구 수속 등의 통역 (주소변경, 건강보험, 육아 등)
번역자원봉사자 … 구청에서 나눠주는 신청서, 통지서 등 번역
대상 : 일본어 · 외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
번역의 경우, 컴퓨터로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람
신청 : 아래 홈페이지로 신청서를 제출 해 주세요.
이벤트
외국인을

언제

위한 ●①10/18(목) ②11/15（목）

무료법률상담회

【예약제】

· 어디서

13:30～16:00（상담시간…30 분）
●①문화회관
(오오야마히가시쵸 51-1)

내용
재류자격, 결혼, 이혼, 노사, 보험, 난민인정,
상속, 연금 등.
개최일 1 주일전까지 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예약 해 주세요. 통역이 필요한 분은 예약시
신청해 주십시오.

②그린홀 (사카에쵸 36-1)
국제교류살롱

●11/10（토）14:30～16:30

주최:

●그린홀 (사카에쵸 36-1)

프렌드쉽클럽

※10 월은 쉽니다.

「나카마」

차를 마시며, 일본어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새로운 친구도 만들수 있는
기회! 예약은 필요없습니다.
참가비 200 엔.

문의：(공재) 이타바시구문화・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계（이타바시구청 8 층 13 번 창구）

〒173-8501 이타바시구 이타바시 2-66-1
FAX 03-3579-2166

Facebook @itabashi.icief

Email kkouryu@city.itabashi.tokyo.jp

Twitter @itabashi_bk_zai

☎03-3579-2015

제 47 회 이타비시구민축제 ~그리움과 새로움이 만나는 거리『이타바시×카나자와』～
이타바시구 최대의 축제입니다. 먹거리와 쇼핑을 위한 가설매장과
축제광장과 그린홀 앞 도로에서는 미코시와 아와오도리 등
많은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언제 : 10/20(토) 11：30～18：00
(축제광장 … 12：30～16：30)
10/21(일) 9：00～16：30
(축제광장 …10：00～16：30)
장소：그린홀 (사카에쵸 36-1) 앞 도로와 그 주변
문의：삶과 관광과

☎03-3579-2251
～생활 페스타 이타바시 2018 제 50 회 이타바시구 소비생활전～
장소：이타바시도세사무소 앞 광장(오오야마히가시쵸 44-8)
언제：10/20（토）12:00～15:00、10/21（일）10:00～15:00
내용：판넬전시, 퀴즈랠리, 수제 소품 판매, 수ㅖ체험 코너 등
※퀴즈랠리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선물이 있습니다.
문의：소비자센터

☎03-3579-2266

2019 이타바시 city 마라톤에 참가 해 보세요
평지여서 처음 참가하는 사람도 달리기 쉽고, 경험자는 기록갱신도
노릴 수 있는 코스입니다. 제한시간이 긴것도 특징입니다.
자연 푸르른 아라카와 하천부지에서 마라톤에 도전해 보세요.
언제：2019.3/17(일) ※우천 결행
어디서：이타바시구 아라카와 하천부지(후나도 3-20 앞)
종목：①마라톤 42.195km(19 세 이상) ②5ｋｍ(고등학생이상) ③3ｋｍ(중학생) ④1.5ｋｍ(초 5,6 년생)
⑤1ｋｍ(초 3,4 년생) ⑥500ｍ(초 1,2 년생) ⑦휠체어 1ｋｍ(초등학생 이상)
신청：접수기간 중 대회홈페이지（http://i-c-m.jp/）또는 전용 대체용지로신청 해 주세요. (선착순)
・일본 육상경기연맹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10/9(화) 9:00～ 11/30(금)
・일반인…10/9(화) 9:00～ 12/17(월)
※전용 대체용지 신청, 휠체어 1km 에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문의 해 주세요.
문의：이타바시 City 마라톤 사무국

☎03-3579-2654

도영 미타선 개통 50 주년 기념 이타바시 대교통전 ～에도시대 가도에서 ～
철도까지~
도영 미타선의 바탕이 된 도영 제 6 호선이 개통한지 금년으로 50 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기념해, 에도시대의 큰길부터 철도까지, 이타바시구의 교통역사를 소개합니다.
언제：10/13（토）～12/9(일)
어디서：향토자료관（아카츠카 5-35-25）☎03-5998-0081
※월요일은 쉽니다（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Old meets New 동경 150 년 이타바시문화재 만남주간
문화 · 예술의 가을, 이타바시구에 있는 문화재를 특별히 공개합니다.
비용은 무료, 당일 직접 행사장으로 오세요. 해설 가이드가 일본어로 안내합니다.
언제

어디서

10/27（토）・28（일）

이타바시관광센터(이타바시 3-14-15)에서 출발

10:00 와 13:00 에 가이드와 출발

「구 양육원장 시부사와에이이치로동상」과 그 주변 사적을 견학

11/2（금）～4（일) ,9（금）～11（일） 안요우인（토우신쵸 2-30）
10:00～16:00

석가사면상, 동종, 절 건물

11/3（토）・4（일）

모로유적（코모네 5-17）

13:00～16:00

※날씨에 따라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구 카수야집안 주택

10/13（토）～11/11（일）
9:30～15:30 ※월요일은 쉽니다
문의：생애학습과 문화재계

구 카수야 집안 주택（토쿠마루 7-11-1）

☎03-3579-2636

제 30 회 쑥쑥축제 ~0 살부터 축제다!!~
게임코너와 과자판매코너 등 가족이 하루 종일 즐겁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언제：11/4（일） 10:15～13:45
장소：오오야먀공원 북측광장（사카에쵸 35-1）
※비가 오면 카나자와초등학교체육관（카가 2-2-1）
쑥쑥네트 공식 HP(https://suku2net.wixsite.com/sukufes)으로 알려 드립니다.
내용：무엇이든 영양상담,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보코너, 양육 가정체험 발표회 등

⇧쑥쑥네트
공식홈페이지

문의：제 30 회 쑥쑥축제 실행위원회 대표 카나리 유카 ☎090-4452-0661

에코포・벼룩시장
약 40 개의 점포가 출점하고, 많은 상품이 전시됩니다. ♪3R（라듀스 ”Reduce”, 리유스 “Reuse”,
리사이클 ”Recycle”）과도 연결되는 친환경으로 호평 받는 이벤트입니다.
언제：10/27（토）・28 (일)

10：00～13：00 ※비가 와도 실시

장소：에코폴리스센터 지하 1 층 플로어（마에노쵸 4-6-1）
☎03-5970-5001(매월 제 3 월요일은 쉽니다) ✉info@itbs-ecopo.jp

제 6 회 이타바시 자유연구작품전
구내 초중학생들이 만든 자유연구작품을 전시합니다.
언제：10/27（토）～12/9（일）9:30～16:30（마지막날은 13:00 까지）
※～11/9（금）까지 마음에 드는 작품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작품은 12/9(일)13:30～의 표창식에서 표창됩니다.
문의：교육과학관（토키와다이 4-14-1）9：00～16：30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03-3559-6561

✉itakk@itbs-sem.jp http://www.itbs-sem.jp

2019 년 4 월 입학 구립・사립 어린이집 입학접수가 시작됩니다
언제：11/1（목）～26（월）의 평일、11/17（토）・18（일）9:00～17:00
장소： 보육서비스과 입학상담계（평일・11/17・11/18）
시무라복지사무소・아카츠카복지사무소（평일만）
신청서：보육서비스과입학상담계, 시무라・아카츠카복지사무소, 각 인가어린이집, 각 구민사무소,
각 구립도서관에서 10/11（목）부터 배부 할 예정입니다.
문의：보육서비스과 입학상담계(구청 남관 3 층 23 번 창구）☎03-3579-2452 Fax 03-3579-2487

주민세를 냅시다
10/31（수）는 주민세 제 3 기 지불기간입니다. 은행・우체국・편의점・모바일페이・납세과・
각 구민사무소에서 지불 해 주십시오. 지불기간이 지난 주민세 ・ 경자동차세는 납세과와 각
구민사무소에서 지불 하실 수 있습니다. 지불이 어려운 사정에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상담 해
주십시오.
문의：납세과 서무・수납그룹（구청 북관 3 층 11 번 창구）

☎03-3579-2133

도영주택에서 사실 분을 모집합니다（11 월 상순～）
대상：가족형 주택・독신자형 주택・정기사용주택（젊은부부・자녀 양육세대형）。
10 월말경 홍보 이타바시, 홍보「동경도」, 동경도 주택공급공사 모집센터 텔레폰서비스
（☎03-6418-5571）와 홈페이지（http://www.to-kousya.or.jp/）를 통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문의：동경도 주택공급공사 모집센터

☎03-3498-8894

이타바시구 주택정책과 주택운영그룹 ☎03-3579-2187

2018 이타바시학습・스포츠가이드《추동호》
10 월~3 월까지 실시되는 사업을 소개하는 책자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컴퓨터 강좌 등 전문적인
것부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실, 음악, 콘서트 등의 오락, 어린이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분야：(1)컴퓨터 (2)문화・교양 (3)자연・환경 (4)건강과 생활

(5)출산・육아 (6)복지

(7)자원봉사 (8)어학・국제교류 (9)스포츠・이벤트・레크리에이션
배부장소：생애학습과, 각 마나포트（생애학습센터）,각 구민사무소, 각 지역센터, 각 구립도서관,
각 건강복지센터, 이타바시구 홈페이지 （http://www.city.itabashi.tokyo.jp/）
문의：생애학습과 생애학습추진계（구청 북관 6 층 15 번 창구） ☎03-3579-2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