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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입학장려보조금 

                              

▽내용:2019년도 1명당 24,000엔~(세대의 2019년도 시민세 

과세액에 의함) ▽대상 및 정원:6월2일~9월30일에 사학조성

을 받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시내 거주의 원아 ▽문의:

각 유치원 또는 아동청소년국 자녀양육 지원과 TEL 671-

2085 / FAX 663-1925 

 

住宅用火災警報器
じゅうたくようかさいけいほうき

を抽選配布
ちゅうせんはいふ

!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추첨, 배포! 

                              

▽내용: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은 65세 이상의 세

대에 추첨으로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배포해 화재예방에 도움

을 드립니다. ▽대상 및 정원:사전신청(추첨) 280명, 2019년

11월1일 현재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신청기간:11월1

일(금)~11월30일(토) ▽신청방법:왕복엽서에 필요사항(행사명, 

주소, 이름, 전화번호, 반송면), 나이를 적어 보내 주십시오. 

당락 관계없이 전원에 통지. 11월30일 소인유효 ▽신청 / 문

의:소방국 예방과 TEL 334-6406 / FAX 334-6610 

 

粗大
そ だ い

ゴミの申
もう

し込
こ

みはお早
はや

めに 

대형쓰레기 처리신청, 서두릅시다 

                              

▽내용:연말을 맞아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도록 합시다. 

▽일정:월~토요일(공휴일 포함), 전

화는 08:30~17:00까지 접수, 인터넷

은 24시간 접수 ▽신청:전화, 인터넷 

또는 채팅, 홈페이지 粗大
そ だ い

ゴミ受付
うけつけ

セ

ンター(일요일 및 12월31일~1월3일은 휴일)  TEL 0570-

200-530, 330-3953 / FAX 550-3599 ▽문의:자원순환국업무

과 TEL 671-3815 / FAX 66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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けんこう

保険
ほ け ん

医療費
いりょうひ

のお知
し

らせ 

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안내 

                              

▽내용:1월~12월 진료분을 2월 중순에 송부. 의료비 공제 신

고에 이용 가능. 도중 진료분까지 사전에 발행 가능. 사전 발

행 희망자는 1월6일 이후에 거주 구의 보험연금과로 와 주시

기 바랍니다. 단 의료비 공제신고에는 남은 진료분의 영수증 

보관이 필요 ▽일정:2019년1월~12월 진료분은 2020년 2월 

중순 송부 ▽문의:거주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또는 건강복지

국 보험연금과 TEL 671-4067 / FAX 664-0403 

 

よこはま森
もり

の楽校
がっこう

～自然
し ぜ ん

とふれあおう～ 

요코하마 숲 속의 학교 ~자연과 만나자~ 

                              

▽내용:시내의 대학생이 기획한 

숲과 친해지는 워크숍 등 ▽일

정:2019년 11월17일(일) 12:00~ 

17:00 ▽장소:퀸즈스퀘어 요코하

마 퀸스서클 ▽대상 및 정원:신

청 불요(당일 선착순), 50~300명

(부스에 따라 다름) 자격 제한 없음 ▽비용:무료 ▽문의:환경

창조국 미도리업추진과 TEL 671-2624 / FAX 224-6627 

 

森
もり

を守
まも

るボランティア体験
たいけん

 

숲을 지키는 자원봉사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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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모노카이의 ‘새들의 생활 발견부대’ 활동을 체험해 

봅니다. ▽일정:2019년12월15일(일) 09:30~14:00 ▽장소:자

연관찰의 숲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 정원 제한 없음. 초등

학생 이상(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 ▽신청기간:11월11일

(월)~12월13일(금) ▽신청방법:홈페이지를 보고 필요사항(행

사명, 주소, 이름, 전화번호), 나이를 기입한 후 팩스로 신청 

▽신청 / 문의:요코하마 자연관찰의 숲 TEL 894-7474 / FAX 

894-8892 

 

知
し

っておきたい、ペットと楽
たの

しく暮
く

らすコツ 

알아두고 싶은, 반려동물과 즐겁게 생활하는 방법 

                              

▽내용:시니어 세대를 대상으

로 고령의 반려동물과의 관계,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 주변에

서 발견해 먹이로 줘도 괜찮은 

것들이나 주면 안 되는 것 · 

지역 고양이 활동 등의 이야기 

▽일정:11월28일(목) 14:00~ 

15:30 ▽장소:실버 인재센터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선착

순), 30명. 60세 이상 ▽비용:무료 ▽신청기간:11월11일

(월)~11월22일(금) ▽신청방법:전화 또는 팩스로 필요사항(행

사명, 주소, 이름, 전화번호, 나이)을 알려 주십시오. ▽신청 / 

문의:실버 인재센터 TEL 847-1800 / FAX 847-1716 

 

合同就職面接会
ごうどうしゅうしょくめんせつかい

 

합동취업면접회 

                              

▽내용:요코하마 시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합동

취업면접회입니다. 참가기업은 약50사 ▽일정:2019년11월14

일(목) 13:00~16:00(접수는12:30~15:45) ▽장소:신도시홀(소

고 요코하마점 9층) ▽대상 및 정원:신청 불요.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는 분, 일본어로 취업이 가능한 분. 이력서 지

참(1장 이상) ▽비용:무료 ▽문의:헬로워크 요코하마 직업상

담기획부문 TEL 222-8609 / FAX 201-6284, 경제국 고용노

동과 TEL 671-2343 / FAX 664-9188 

 

総帆展
そうはんてん

帆
ぱん

の実施
じ っ し

 

돛 펴기 실시 

                              

▽내용:범선 니혼마루의 29장의 돛을 전부 폅니다. ▽일정:11

월17일(일) 돛을 펴는 작업시간 10:30~11:30, 돛을 접는 작

업시간 15:00~16:00 ▽장소:범선 니혼마루 ▽대상 및 정원:

신청 불요, 자격 제한 없음 ▽비용:밖에서 보는 견학은 무료

(범선 내 견학은 입장료 필요) 

 

イベント「世界
せ か い

エイズデーin YOKOHAMA2019」 

이벤트 ‘세계 에이즈의 날 in YOKOHAMA2019’ 

                              

▽내용:요코하마시가 위탁하고 있는 요코하마 에이즈 시민활

동센터가 주최하는 이벤트로 시민 여러분에게 에이즈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한 전시, 워크숍 등을 실시 ▽일정:2019년11

월30일(토) 11:00~16:30 ▽장소:신도시 플라자(신도시 빌딩 

지하2층) ▽대상 및 정원:신청 불요, 자격 제한 없음 ▽비용:

무료 ▽문의:요코하마 에이즈 시민활동센터 TEL 650-5421 / 

FAX 650-5422 

 

音
おと

遊
あそ

びワークショップ参加者
さんかしゃ

募集
ぼしゅう

 

소리 놀이 워크숍 참가자 모집 

                              

▽내용: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가하는 소리 놀이와 감상회입니

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단지 혹은 홈페이지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2020년1월18일(토) ①10:20~ 

②11:50~ ③14:00~ ▽장소:요코하마 미술관 ▽대상 및 정원:

사전 신청(추첨), 각15팀. 보호자와 ①②은 4세까지, ③은 5

세~초등학교3학년까지 ▽비용:무료 ▽신청기간:10월28일

(월)~12월16일(월) ▽신청방법: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

드해 필요사항(행사명, 주소, 이름, 전화번호), 코스, 나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문화관광국 문화진흥과 TEL 

671-3714 / FAX 663-5606 

 

室内
しつない

での猫
ねこ

との暮
く

らし方
かた

セミナー 

실내에서 고양이와 지내는 방법에 대한 세미나 

                              

▽내용:고양이와 즐겁게 생활하는 

요령을 동물행동학 관점으로 생각 

▽일정:2019년12월7일(토) 14:00 

~16:00 ▽장소:요코하마시 동물

애호센터 시청각실 ▽대상 및 정

원:사전 신청(선착순), 80명. 반려

동물 동반 불가 ▽비용:무료 ▽신

청기간:11월21일(목)~12월3일(화) 

▽신청방법:전화 또는 팩스 ▽신

청요건:수화, 필기통역 희망 유무. 행사명, 거주 구, 이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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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번호, 팩스, 참가인원수 ▽문의:건강복지국 동물애호센터 

TEL 471-2111 / FAX 471-2133 

 

ヒューマンライブラリー 

휴먼 라이브러리 

                              

▽내용:휴먼 라이브러리는 2015년부터 장애인주간 즈음에 맞

춰 개최. 장애가 있는 분들로부터 직접 체험담을 듣거나 해서 

이해를 도모합니다. 그와 함께 도서관 자료의 전시를 실시합

니다. ▽일정:12월8일 ①09:30 ②10:20 ③11:10 ▽장소:중앙

도서관5층 제1~3회의실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선착순), 

각 일정12명, 합계36명. 필기, 수화 통역 등을 희망하시는 분

은 예약 필수. 11월19일까지 신청 ▽비용:무료 ▽신청기간:11

월12일(화)~12월7일(토) ▽신청방법:전화 또는 직접 방문. 필

요사항(행사명, 주소, 이름, 전화번호, 수화/필기통역 희망 유무 

▽신청:중앙도서관 서비스과 TEL 250-1619 / FAX 250-1619 

 

食
しょく

と農
のう

の祭典
さいてん

2019＠横浜
よこはま

農場
のうじょう

 

음식과 농업의 제전2019@요코하마 농장 

                              

▽내용:시내에서 난 야채나 가공품

의 판매 등, 요코하마의 ‘농업’과 

만나보고, 직접 보고, 음미해 보는 

이벤트입니다. ▽일정:2019년11월

16일(토), 17일(일) 10:00~16:00 

▽장소:기타나카도리 기타 제2공

원 ▽대상 및 정원:신청 불요, 자

격 제한 없음 ▽비용:무료 ▽문의:환경창조국 농업진흥과 

TEL 671-2639 / FAX 664-4425 

 

冬休
ふゆやす

み短期
た ん き

スケート教室
きょうしつ

 

겨울방학 단기 스케이트교실 

                              

▽내용:초보자 대상의 아이스 스케이트 교실 ▽일정:2019년

12월26일(목), 27일(금), 28일(토), 30일(일)의 4일간. 

09:15~10:00. 준비물은 긴팔, 긴바지, 긴 양말, 장갑, 니트모

자 또는 헬멧(무료 대출 있음) ▽장소:요코하마은행 아이스아

리나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선착순), 150명. 4~5세 30명, 

6~성인120명. 합계150명 ▽비용:1명7,700엔(전4회분) ▽신

청기간:11월20일(금)~ ▽신청방법:홈페이지에서 전용 양식으

로. 10시부터 접수개시 ▽신청 / 문의:요코하마은행 아이스 아

리나 TEL 411-8008 / FAX 411-8010 

 

LINE相談
そうだん

を始
はじ

めました 

라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요코하마시 다문화 공생 종합상담센터에서는 보다 쉽

게 상담을 할 수 있게 라인 상담을 도입했습니다. 대응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대응시간:평일 10:00~16:30 

(연말연시, 공휴일 제외) ▽요코하마시 다문화 공생 종합상담

센터 라인공식 어카운트:친구추가는 이곳으로 http://nav.cx/ 

5wxMJnq ID:@565xgbpz ▽문의:(공익재단)요코하마시 국제

교류협회(YOKE)다문화 공생 추진과 TEL 222-1173, 이메

일:shibora@yoke.or.jp 

 

外国人
がいこくじん

のための無料
むりょう

法律
ほうりつ

相談会
そうだんかい

 

외국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회 

                              

▽내용: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근처에서 

문제가 생겼다, 노동재해를 인정받지 못 했다, 야근수당을 받

지 못 했다 등의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11월

20일(수) 13:00~16:00, 1건당 45분, 통역 무료(비밀은 엄수

합니다.) ▽장소: 요코하마시 다문화 공생 종합상담센터, 아

오바 · 호도가야 국제교류 라운지, 미나미 시민활동 · 다문화

공생 라운지 ▽신청: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222-1209 

평일(월~금) 10:00~16:30(항상 11개국 언어로 대응합니다.) 

▽예약 / 문의:요코하마시 다문화 공생 종합상담센터  

 

みなみ市民
し み ん

活動
かつどう

・多文化
た ぶ ん か

共生
きょうせい

ラウンジ 

미나미 시민활동 · 다문화공생 라운지 

                              

▽내용:시민활동&다문화 공생을 테마로 미나미 라운지에서 

활동,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평소의 활동 등을 선보입니다. 세

계의 차 무료 시음, 세계의 요리나 춤, 일본의 후리소데를 시

작으로 치마저고리 등 민족의상을 입어 보거나 외국인에 의

한 일본어 스피치 발표, 시민활동단체나 지역 선생님의 체험

강좌가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일본인고 외국인도 즐길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일정:11월17일(일) 11:00~15:00 ▽장소:미나

미 시민활동 · 다문화 공생라운지, 우라후네 커뮤니티하우스 

▽문의:TEL 232-9544, 신청 불요. 당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