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발행：(공재) 이타바시구문화・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계

일본음식・두부를 만들어 보자
된장국,샐러드,조림 등 일본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부를
직접 만들어보세요. 원료인 콩이 갖고 있는 다양한 힘에 대해
배우고 갓 만든 맛있는 두부도 맛봅시다.
언제：12 월 6 일(목) 14:00～16:00
어디서：에코폴리스 센터（마에노쵸 4-6-1）
대상:구내 거주・재학・재근 중인 외국인 ※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정원: 24 명(추첨) 비용 : 무료
신청：11 월 22 일(목)까지 ①두부만들기 신청 ②주소 ③이름(발음) ④연령 ⑤성별 ⑥국적
⑦전화번호 ⑧메일 주소 ⑨구내에 근무・재학중인 경우는 근무처・학교명을 적고,
홈페이지의 신청 폼・메일・우편・FAX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 주세요.

이벤트

언제 · 어디서

외국인을 위한 ●①11/15(목) ②12/20（목）
무료법률상담회
13:30～16:00（상담시간 30 분）
【예약제】
●①그린홀(사카에쵸 36-1)
②문화회관（오오야마히가시쵸 51-1）

국제교류살롱
주최

●①11/10（토）②12/15（토）
14:30～16:30
●①②그린홀(사카에쵸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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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마시며, 일본어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새로운 친구도 만들수 있는
기회!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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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슈 명곡 콘서트 「제 36 회 이타바시 제 9 연주회」
일본의 연말 풍물행사! 베토벤 교향곡 9 번 「합창」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언제 : 12/8(토) 14:30～ (입장은 14:00～)
어디서 : 문화회관 대극장 (오오야마히가시쵸 51-1)
출연 : 소노다 류이치로(지휘), 신일본필하모니교향악단 외
가격 : 3,000 엔(전석지정) ※초등학생 이하는 입장 할 수 없습니다.
티켓구매 : 문화회관티켓카운터

☎03-3579-5666

문의 : (공재)이타바시문화 · 국제교류재단 문화계 ☎03-3579-3130

제 41 회 이타바시농업축제 ~이어가자! 미래의 이타바시를 키울 농업의 띠~
언제 : 11/10(토) 11:30～16:00 (오프닝퍼레이드는 13:00～）
11/11(일)10:00～15:30 (북춤은 9:45～)
※우천결행 (일부 중지되는 행사도 있습니다)
어디서：아카츠카체육관길 주변 ※당일, 자동차,자전거의 통행제한 있음
내용：●농업축제의 심볼 「야채보물섬」퍼레이드, 춤, 미코시 등
●구내 농가가 키운 야채, 과일나무 전시 ※11 일에는 판매함
●구내에서 재배한 신선한 야채와 과일, 꽃 판매
●「이타바시 일품」과 교류도시의 현지먹거리
●켄칭스프 무로시식회 ※11 일은 재료가 떨어지는대로 종료
문의 : 아카츠카지소 도시농업계 ☎03‐3938‐5114

별을 보는 모임







언제：11/17（토）18：00～（17：45 개최）
무엇을：별자리해설（프라네타리움）・별하늘관찰（헤이와공원에서. 맑은날 한정）
누가：초등학생 이상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 필수)
인원：197 명（선착순）※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비용：무료
어디서：구립교육과학관 （토키와다이 4-14-1）9：00～16：30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평일）
☎03-3559-6561 ✉itakk@itbs-sem.jp http://www.itbs-sem.jp

하루나린칸학원 이용안내

구내에 거주·근무·재학중인 분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연수나 스포츠, 문화활동의 장소로 이용해 주세요.

장소 : 군마현 타카사키시 하루나코쵸 845
시설 : 숙박실(10 인실 12 개, 6 인실용 4 개), 다목적홀, 회의실
숙박요금(1 인 1 박) : 1 박 800 엔, 4 세～15 세미만・장애가 있는 분 400 엔
식사요금(세금포함) : 조식 540 엔, 중식 648 엔, 석식【일반】1,188 엔 【어린이】864 엔
문의 : ☎027-374-9315(9:00～17:00) http://itabasi-haruna.com/
이용하실 달의 2 개월 전 달의 1 일 (30 인 이상 단체는 3 개월 전 달의 1 일)부터, 현지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예약해 주십시오.
※ 보수점검, 구청 주최 사업 등으로 이용을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시다
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하신 외국인 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병원에 갔을때 실지불금액이 30%가 됩니다.
다음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실수 없습니다.
· 재류자격이 「특정활동」으로, 의류를 받는 활동 또는 그를 실시하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
· 재류자격이 「단기체류」인 사람
필요한 것 : 재류카드, 여권
1 년간 지불할 보험료 :
①0 세～39 세, 65 세～75 세인 분···51,000 엔
②40～64 세인 분은, 연간 15,600 엔의 요양간호보험료가 가산되어 합계 연간 66,600 엔이 됩니다.
※ 보험료는 가입한 사람수와 전년도 소득에 따라 변동됩니다. 보험료 지불방법은, 납부서 또는
계좌이체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문의 및 수속 : 국보연금과 자격부과그룹 (구청 2 층 22 번창구) ☎03-3579-2406

앱으로 쓰레기처리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영어 · 중국어 · 한국어 대응)
이타바시구의 스마폰 앱「ITA-Port」에、
【쓰레기・리사이클】메뉴가 추가 되었습니다！
주요기능
■지역별 자원회수・쓰레기 수집요일 달력표시
■자원・쓰레기의 분별방법, 제출방법 검색
■쓰레기 제출일 알림기능（알러트기능）

Android

iPhone

※이미「ITA-Port」를 인스톨 하신 분은 업데이트 해 주세요.
문의 : 자원순환추진과 자원순환협동계 ☎03-3579-2258

어린이 예방접종을 받읍시다
예방법종을 받을 때는, 이타비시구가 발행한 예방접종예진표가 필요합니다.
이타바시구에 거주하며,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분께는 예진표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예진표가 없을 때에는, 모자수첩을 보여주시고 건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아가십시오.
※예방접종 종류・시기에 대해서는 이타비시구 홈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소예방대책과 ☎03-3579-2318
이타바시건강복지센터 ☎03-3579-2333

카미이타바시건강복지센터 ☎03-3937-1041

아카츠카건강복지센터 ☎03-3979-0511

시무라건강복지센터

타카시마다이라건강복지센터 ☎03-3938-8621

☎03-3969-3836

AIDS 예방의 달

＜11/16～12/15＞
・

HIV/AIDS 는 누구나 걸릴수 있습니다. HIV/AIDS 는 아직 완전히 고칠수는 없지만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AIDS 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걱정 되시는 분은 검사를 받아 보세요.
～HIV 항체검사를 받을수 있는곳(무료 · 예약제) ～
●이타바시구 보건소(오오야마히가시쵸 32-15) ※반드시 본인이 오십시오.
검사 가능일： 11/22（목）9:00～10:30 결과 나오는날： 11/29（목）9:00～10:00
※희망하시는 분은, 매독과 크라지미아 검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이타바시구 보건소 예방대책과 ☎03-3579-2321 월~금 9:00～17:00
●동경도 미나미신쥬쿠 검사・상담실（시부야구요요기 2-7-8 도쿄미나미신쥬쿠빌딩 3F）
예약：☎03-3377-0811 월～금（경축일 제외）15:30～19:00、토일 13:00～16:30
스마폰사이트：http：//www.tmsks.jp
부모 그리고 자녀와의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함께 생각하거나, 필요한

아동학대예방
추진의 달
～미래로
생명을
이어주는
１８９～

서비스나 상담창구를 소개합니다. 비밀을 지켜드리니 안심하고 상담해 주세요.
상담창구（일본어）
・어린이가정지원센터（사카에쵸 36-1、그린홀 7 층）☎03-3579-2658
・아동학대상담전용전화

☎03-3579-2658 월~토、9:00～17:00

・어린이 무엇이나 상담

☎03-3579-2656 월~토、9:00～17:00

・동경도 북 아동상담소

☎03-3913-5421 월~금、9:00～17:00

・아동상담소 전국 공통다이얼 ☎189 ※24 시간 년중무휴

여성폭력 방지운동
＜11/12～11/25＞

남편이나 파트너의 폭력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비밀을 지켜드리니 안심하고 상담해 주세요.
상담창구 (일본어)

・이타바시구 배우자폭력 상담지원센터（이타바시 아이다이얼） ☎ 03-5860-9510
・이타바시구 남녀평등추진센터상담실 ☎ 03-3579-2188
☎03-5467-2455

・동경도 여성상담센터

☎03-5261-3110

・경시청 종합상담센터 ☎03-3501-0110

문의：남녀사회참가과

☎03-3579-2486

・동경위멘즈플라자

가을 화재예방운동＜11/9～11/15＞

가을 화재예방운동 기간중에

～불조심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가짐～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소방페스타
언제：11/4 (일) 10:00～14:00

어디서：세븐타운아즈사와（아즈사와 3-9-5）

내용：소방차량 전시와 미니소방복 시착

문의：시무라소방서 ☎03-5398-0119

●화재예방 모임
언제：①11/9（금）14:00～16:00 ②11/13（화）13:30～15:30
어디서：①나리마수아쿠토홀（나리마수 3-11-3）②문화회관 작은홀（오오야마히가시쵸 51-1）
내용：①②화재예방업무 협력자 등에 대한 표창식
①전 NHK 아나운서의 강연회、②개그맨의 개그공연
문의：①시무라소방서 ☎03-5398-0119 ②이타바시소방서 ☎03-3964-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