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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을 위한「초급 일본어 교실」～수강자 모집～
①전기 클래스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코 스：월・목 코스…4/ 8（월）～9/26（목）매주월요・목요 10:00～12:00
화・금 코스…4/12（금）～9/24（화）매주화요・금요 18:30～20:30
장 소：그린홀（사카에쵸 36-1）
대 상：구내 거주・재학・근무 중이신 일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15 세 이상의 외국인
※수업에는 어린이를 동반하실 수 없습니다.
인 원：각 코스 40 명（신청순） 비용：5,400 엔

※교재비 별도

②「수요회화살롱」을 시작합니다
10월부터 회화를 중심으로 한 수업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무료로
체험렛슨을 실시합니다. 회화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은 꼭 참가 해 보세요.
언 제：4/17（화）～9/18（수）기간의 수요일
※랫슨은 부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시간은, 10:00～12:00 또는 18:30～20:30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장 소：그린홀（사카에쵸36-1）
신청（①＆②）：3/31（일）까지、재단 홈페이지의 신청양식・메일・엽서・ＦＡＸ 중
한가지에 ①희망코스（「초급일본어교실」월목코스 또는 화금코스・수요회화살롱）
②이름・발음 ③성별 ④국적 ⑤주소 ⑥전화번호 ⑦이메일주소를 적으셔서 아래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언제 · 어디서

내용

외국인을 위한 ●3/14(목) 13:30 ~ 16:00 (상담시간 30 분) 재류자격, 결혼, 이혼, 노사, 보험, 연금 등.
무료법률상담회 ●문화회관 (오오야마히가시쵸 51-1)

개최일 1 주일전까지 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예약제】

예약 해 주세요.

국제교류살롱

●3/9(토)、 4/20(토) 14:30 ~ 16:30

차를 마시며, 일본어로 즐거운 이야기를

주최:

●그린홀 (사카에쵸 36-1)

나누어 보세요. 새로운 친구도 만들수 있는

프렌드쉽클럽

기회!예약 필요없습니다. 참가비 200 엔.

「나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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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8501 이타바시구 이타바시 2-66-1
☎03-3579-2015

FAX 03-3579-2166

Email kkouryu@city.itabashi.tokyo.jp

Facebook @itabashi.icief
Twitter @itabashi_bk_zai

「아이셰프 보드」의 지면이 바뀝니다
4 월호부터,아이셰프 보드 지면이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의 4 언어를 함께 싣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보다 보기 쉽고, 알기 쉬운 지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이셰프 보드는, 구청과 도서관 등 구내 공공시설, 일본어학교 등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벚꽃축제
활짝 핀 벚꽃 아래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봄철의 한 때를 즐겨보세요♪
먹거리판매와 프리마켓, 놀이코너 등 다양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일정

장소
이타바시 제 5 중학교교정☆

3/24（일） 11:00～15:00

지구・문의
이타바시 ☎03-3963-5049

(이타바시４-49-３)
사쿠라카와초교교정 (토신쵸 2-29-１)

3/30（토） 10:30～13:30

사쿠라카와 ☎03-3974-3180

※비가 오면 3/31（일）로 연기
3/31（일） 9：10～14:00 이타바시교통공원☆

나카쵸 ☎03-3958-1101

(오야마니시쵸 21-1)
10:00～15:00

헤이와공원☆ (토키와다이 ４-３-１)

토키와다이 ☎03-3559-6560

10:00～15:00

아즈사와공원야구장☆(아즈사와３-１)

시무라사카우에
☎03-3969-7577

구립죠호쿠공원야구장

10:00～15:00

(사카시타 2-19-1)

하수네 ☎03-3969-5723

※우천시 하수네지역센터(사카시타２-18-１)
10:00～15：30 도립우키마공원 (후나도 2 정목)

후나도 ☎03-3558-4193

※우천시 중지 또는 소규모 개최
마에노공원 (마에노쵸５-１-１)

11:00～15:00

마에노 ☎03-3969-0307

※우천시 에코폴리스센터 (마에노쵸４-６-１)
니시토쿠 제 1 공원☆

11:00～15:00

토쿠마루 ☎03-3932-5370

(토쿠마루 1 ｰ 42 ｰ 1)

벚꽃 라이트 업
이타바시구 핫플레이스 3 곳에서 벚꽃 라이트업이 열립니다.
때：3 월 하순부터 4 월 상순 18：00～
장소：
①

샤쿠지가와 주변 벚꽃나무 (나카쥬쿠 49・50、혼쵸 28・29)

②

우키마공원（후나도 2-15）

③

나카이타바시상점가 샤쿠지가와 주변 벚꽃나무 （후타바쵸 12・13、나카이타바시 16・19）

문의：생활과 관광과

☎03-3579-2251

종합방재훈련을 실시합니다＜3/10(일)＞
동경에 진도 6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나, 집이 쓰러지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상정하에
훈련을 실시합니다. 내용:피난훈련, 소화훈련,응급구호훈련 등
※자세한 내용과 행사장의 주소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 구

행사장

지 구

행사장

이타바시

히가시이타바시공원 야구장

하수네

시무라 제 6 초등학교

마에노

이타바시 제 5 초등학교

후나도

후나도초등학교

나카쥬쿠

이타바시 제 3 중학교

사쿠라가와

사쿠라가와초등학교

나카쵸

이타바시 제 2 중학교

시모아카츠카

시모아카츠카초등학교

후지미

이타바시 프렌드센터

나리마수

아카츠카 제 2 중학교

오오야구치

오오야구치초등학교

토키와다이

헤이와공원

코우바이초등학교

시미즈

시무라 제 1 초등학교

시무라사카우에

아즈사와공원 야구장

나카다이

아카츠카 제 1 중학교
토쿠마루

키타노초등학교
토쿠마루초등학교

와카키초등학교

타카시마다이라

토쿠마루가하라공원 야구장

시무라 제 5 초등학교

문의：위기관리실 지역방재지원과

☎03-3579-2152

하루나임간학원 피자・케이크만들기 체험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언제： 5/4（토）～5/5（일）1 박 2 일 18:00 집합～다음날 14:00 해산예정
장소： 하루나임관학원 （타카사키시 하루나코쵸 845-1）
대상： 구내 거주･근무･재학중이신 분
※중학생 이하는 보호자 동반 필수

30 명（선착순）※2 인 이상으로 신청 해 주십시오.
지참물：에이프런, 머리띠

비용：15 세 이상… 6,900 엔, 4～14 세…5,400 엔, 2～3 세…900 엔
신청：하루나임관학원 ☎027-374-9315（9：00～17：00）
※3/1（금）부터 전화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타바시 향토예능을 즐기자
정부와 구청의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타바시구 전통 향토예능을 관람하세요
언제：3/16（토）12:30 개장／13:00 개연

장소：나리마수아쿠토홀（나리마수 3-11-3-405）

출연：아카츠카수와 밭놀이보존회, 토쿠마루키타노신사 사자춤보존회, 토쿠마루 대나무춤보존회
칸다류신메이 하야시보존회, 가미류하기와라요시오동문, 후타고류 동경귀신칼춤(게스트)
인원：450 명 ※당일, 직접 행사장으로 오세요.
문의：생애학습관 문화재계

☎03-3579-2636

사이언스 페스타
3/23（토）～3/25（월）
3/26（화）～3/28（목）
3/29（금）～3/31（일）
4/1（월）～4/3（수）
4/4（목）～4/7（일）

・슈퍼볼을 이용해 잘 튀는 로켓을 만들자（A）
・볼박스에 대해 배우고, 포기나누기(증식) 체험을 해보자 （B）
・신비한 모래모양을 그려보며, 컬러플 아트를 만들자（A）
・예쁜 병모양의 스노우 돔을 만들자（B）
・벌레처럼 기묘하게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들자（A）
・좋은 향기가 나는 컬러플 한 입욕제를 만들자（B）
・날개를 가진 식물의 씨앗 모형을 만들어 날려보자（A）
・벌집에서 채취한 「밀랍」을 이용해 크레용을 만들자（B）
・깜깜한 곳에서는 별이 빛나는 깡통뱃지를 만들자（A）
・보석처럼 예쁜 비누를 만들자（B）

대상：A=유치원상급반 이상（초교 3 학년 이하는 보호자 동반）
B=상급반～중학생（초교 3 학년 이하인 어린이 1 명에 보호자 1 명 동반）

··

※시간・비용은 홈페이지로 확인하세요

http://www.itbs-sem.jp

문의：교육과학관（토키와다이 4-14-1）☎03-3559-6561

✉itakk@itbs-sem.jp

9：00～16：30 월요일 휴관（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평일）※3/25（월）, 4/1（월）은 개관

당일 이용 목욕시설이 싸집니다 <4/1(월)～2020.3/31(화)>
대상：국민건강보험 또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하고 계신분과 그 가족
장소：①천연온천시설 스파디오（이타바시구 미야모토쵸 49-4 ☎03-3967-1126）
さ

く

ら

②토쿄소메이온천Sakura（토시마구 코마고메 5-4-24 ☎03-5907-5566）
③타이무즈 스파・레스타 (토시마구히가시이케부쿠로 4-25-9, 빌딩 10～12F ☎03-5979-8924)
비용（할인 후 요금）：①1,780 엔 ②1,080 엔 ③2,500 엔
※자세한 내용은 각각 시설에 문의 해 주십시오.
신청：할인이용권을 가지고 가시면됩니다. ※할인이용권은 아래 창구 또는 구민사무국에서 받으세요.
문의：국민연금과 관리그룹（구청 남관 ２층 22 번 창구） ☎03-3579-2401
후기고령의료제도과（구청 북관 ２층 13 번 창구） ☎03-3579-2327

침, 뜸, 맛사지・지압시설 할인권 신청＜4/1～2020.3/31＞
대 상：①구내 거주중인 1944.4/2～1955.4/1 출생하신 분으로 이타바시구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신분
②구내 거주중이며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하신 분 ※양쪽 모두 보험료 체납이 없는 분
매 수：７매（1 인 1 세트）
신 청：▶창구…2019.4/1(월)～2020.3/31(화)에 국보연금과（치참물···국민건강보험증）
또는 후기고령의료제도과（지참물···후기고령자의료피 보험자증）에서 신청
▶우편…2019.4/1（월）～2020.2/29（토）에, 엽서로 ①2019 년도 시술할인권 신청 ②우편번호·주소
③이름（발음）④생년월일·연령

⑤전화번호

⑥국민건강보험증

기호번호

피보험자증의 피보험자번호를 적어서 아래로 신청
▶인터넷 신청…이타바시구 홈페이지로 확인하세요.
신청・문의：〒173-8501 이타바시 2-66-1
국민연금과 관리그룹（구청 남관 ２층 22 번 창구）☎03-3579-2401
후기고령의료제도과（구청 북관 ２층 13 번 창구） ☎03-3579-2327

또는

후기고령자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