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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ンビニ交付
こ う ふ

サービス一時
い ち じ

休止
きゅうし

のお知
し

らせ 

편의점 교부서비스 일지정지 안내 

                              

▽내용:시스템 관리 점검

을 위해 증명서 편의점 교

부 서비스를 일시 정지합

니다. ▽일정:1 월 15 일(수) 

종일 ▽문의: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TEL 671-2176 / FAX 664-5295 

 

ひとり親家庭
おやかてい

への貸付
かしつけ

 ①修学資金
しゅうがくしきん

 ②修業資金
しゅうぎょうしきん

  

③就学支度資金
しゅうがくしたくしきん

 

한 부모 가정을 위한 대출 ①수학자금 ②수업자금 

③취학준비자금 

                              

▽내용:사전 상담 필요(원천징수표 또는 확정신고서와 진학 

예정학교의 자료를 지참), 심사 있음. ①②는 5 월경 송금. 대

출한도금액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및 정원:한 부모 

가정으로 4 월에 자녀가 고등학교, 단기대학, 대학, 대학원, 전

문학교 등에 진학예정인 분 ▽신청:①②만 신청하시는 분은 2

월 3 일 이후 상시 접수 가능, ③만 신청하시는 분은 3 월 31 일

까지. ③과 그 외의 자금을 동시 신청하시는 경우는 2 월 3 일

~3 월 31 일까지 각 거주구의 복지보건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각 구청의 복지보건센타 또는 아동청소년국 

아동가정과 TEL 671-2395 / FAX 681-0925 

 

自転車
じてんしゃ

保険
ほ け ん

って入ってる？ 

자전거 보험, 들으셨습니까? 

                              

▽내용:2020 년 10 월 1 일부터 자전거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

다. 가나가와현 조례에 의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전

거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가나가와

현 자전거 안전을 위한 적정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함(종업원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업자 등도 대상)), 보험

회사나 대리점 웹사이트에서 가입 가능.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상황에 맞춰 보험

에 듭시다! ‘가입상황 체크시트’ ‘제휴사업자에 의한 보험일람’

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관한 자료

도 있습니다. 먼저 가입상황을 확인해 봅시다! ▽문의:요코하

마시 도로국 교통안전 · 자전거 정책과 TEL 671-2323 

 

知
し

っていますか？新
あたら

しい喫煙
きつえん

ルール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끽연 규칙 

                              

▽내용: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2020 년 4 월에 개정

건강증진법이 전면시행됩

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으로 간접흡연이 없는 

요코하마를 만들어 갑시다. 

새 규칙:<실시 중> *흡연 

시에는 주위를 배려할 의

무 *원칙적으로 부지 안 금연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

설 등, 행정기관 등 <2020 년 4 월~> 원칙적으로 실내 금연

(상기 이외 전 시설) 위반 시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

다. 금연구역에서 흡연(가열식 담배 포함)시 대상 전원 최대 

30 만엔, 금연구역에 재떨이 등의 설치. 대상은 시설관리권원

자 최대 50 만엔 ▽규칙 1:실외에서도ㅁ 가정에서도 흡연 시에

는 주위를 배려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간접흡연은 일상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주변에 신경을 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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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삼갑시다. 규칙 2:사람이 모여 

있는 시설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학교, 병원, 보육원은 실내에서도 부지 안에서도 원

칙적으로 금연(예외:부지 내의 실외에 요건을 갖춘 끽연장소

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음식점, 오피스, 공장, 호텔 

등의 실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연(예외:실내에서도 기준에 맞

는 끽연실이나 호텔, 여관 등의 객실, 주거, 끽연이 주목적인 

음식점, 법에 의거한 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소규모 음식점 등

에서는 가능) 규칙 3:점포나 시설 입국에서 ‘금연’ 또는 ‘끽연 

가능’을 알 수 있습니다. 점포나 시설, 끽연 장소의 입구에는 

표식을 게시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규칙 4:20 세 미만인 자는 

끽연 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피해

의 영향이 큰 20 세 미만인 자를 끽연구역에 입장시키면 안 

됩니다. (점포의 종업원이나 배송작업자 등도 포함) 요코하마 

시내에서는 끽연에 관한 개정건강증진법 외에 ‘가나가와현 공

공적 시설에 의한 간접흡연방지조례’ ‘요코하마시 빈 캔 등 꽁

초의 산란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문의:요코하마시 간접흡연대책 콜센터 TEL 330-0641 

 

風力
ふうりょく

発電
はつでん

バス見
けん

学会
がくかい

 

풍력발전 버스견학모임 

                              

▽내용:풍력발전 ‘하마윙’과 수소자동차 

및 기린맥주 요코하마공장 태양광발전 

시스루 판넬의 버스 견학모임 ▽일

정:2020 년 1 월 30 일(목) 12:45 ‘간나이 

시청사 앞 구스노키 광장’집합 16:00 

기린맥주 해산 ※자세한 내용은 당첨자

에게 별도 연락합니다. ▽장소:하마윙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추첨), 50 명. 

초등학생 이상,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보호자 동반 ▽비용:700 엔 ▽신청기간:1 월 1 일(수)~1 월 17

일(금) ▽신청방법:팩스 또는 왕복엽서에 필요사항(행사명, 주

소, 이름, 전화번호, 반송면), 나이를 적어 보내 주십시오. ▽

신청:요코하마시 지구온난화대책 추진협의회 TEL 681-9910 

/ FAX 681-3934 

 

シニア向
む

け就 職
しゅうしょく

支援
し え ん

プログラム参加者
さんかしゃ

募集
ぼしゅう

 

시니어대상 취직지원 프로그램 참가자모집 

                              

▽내용:재취업 세미나 및 기업설명회 등을 실시. 취업지원 프

로그램.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일정:재취업 세미나 및 기업설명회 2 월 18 일 개최 ▽

장소:요코하마시 취직서포트센터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

(선착순), 18 명. 재취업을 희망하는 요코하마시내 거주 중인 

60 세 이상인 분. 취업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 일본

어로 취업이 가능한 분 ▽비용:무료 ▽신청기간:1 월 20 일

(월)~2 월 17 일(월) ▽문의:고용노동과 TEL 671-2343 / FAX 

664-9188 

 

初
はじ

めてのバードウォッチング 

처음 해 보는 조류 관찰 

                              

▽내용:초보자를 위한 조류 관찰 강좌 ▽일정:2020 년 2 월 23

일(일) 09:15~14:30 ▽장소:자연관찰의 숲 ▽대상 및 정원:사

전 신청(선착순), 30 명. 초등학교 4 학년 이상(초등학생은 보

호자 동반) ▽비용:무료 ▽신청기간:1 월 11 일(토)~2 월 17 일

(월) ▽신청방법:홈페이지 또는 팩스에 필요사항(행사명, 주소, 

이름, 전화번호, 왕복엽서는 반송면), 나이를 적어 신청해 주

십시오. ▽신청 / 문의:요코하마 자연관찰의 숲 TEL 894-

7474 / FAX 894-8892 

 

森
もり

を守
まも

るボランティア体験
たいけん

 

숲을 지키는 자원봉사자 체험 

                              

▽내용: 友
とも

の会
かい

의 ‘물총새 팬클럽’ 활동을 체험합니다. ▽일

정:2020 년 2 월 16 일(일) 09:30~14:00 ▽장소:자연관찰의 숲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 정원 제한 없음. 초등학생 이상(초

등학생은 보호자 동반) ▽비용:무료 ▽신청기간:1 월 11 일

(토)~2월14일(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팩스에 필요사

항(행사명, 주소, 이름, 전화번호, 왕복엽서는 반송면), 나이를 

적어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 문의:요코하마 자연관찰의 

숲 TEL 894-7474 / FAX 894-8892 

 

父子
ふ し

家庭
か て い

のひろば 

싱글대디 가정의 광장 

                              

▽내용:아버지와 함께 하는 쿠킹, 아버

지들의 수다, 아이들의 제작체험을 실

시합니다. ▽일정:2020 년 2 월 23 일(일) 

10:00~15:30 ▽장소:요코하마시 기능

문화회관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추

첨), 8 세대. 요코하마시 거주 중인 싱글

대디 가정의 아버지와 자녀 ▽비용:무

료 ▽보육:예약제, 대상은 1 세 6 개월~ 

▽신청기간:1 월 6 일(월)~1 월 31 일(금) 

▽신청방법:홈페이지에서 전용양식에 

또는 팩스에 필요사항(행사명, 주소, 이

름, 전화번호, 왕복엽서는 반송면), 보육희망 유무, 당일 참가

할 자녀의 인원수와 나이, 알레르기 유무 등을 기재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 문의:아동청소년국 아동가정과 

TEL 681-0915 / FAX 68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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わくわく幼児
よ う じ

スケート体験
たいけん

教室
きょうしつ

 

두근두근 유아 스케이트 체험교실 

                              

▽내용:4~6 세 미취학아동 대상의 스케이트 교실 ▽일

정:2020 년 1 월 22 일(수) 14:30~15:30. 교실 종류 후 16:00

까지 서브링크에서 활주가 가능합니다. 16:00 부터 유아 스케

이트교실 견학 가능 ▽장소:요코하마은행 아이스아리나 ▽대

상 및 정원:사전 신청(선착순) 각 40 명, 4 세~6 세의 미취학 아

동 ▽비용:800 엔(대화료 포함) ▽신청기간:1 월 8 일(수)~1 월

22 일(수) ▽신청방법:전화 10:00 부터 접수개시 ▽신청 / 문

의:요코하마은행 아이스아리나 TEL 411-8008 / FAX 411-

8010 

 

第
だい

22回
かい

合同就職面接会
ごうどうしゅうしょくめんせつかい

 

제 22 회 합동취업면접회 

                              

▽내용:요코하마 시내 및 가나가와현내를 중심으로 한 폭넓은 

업종의 기업 약 30 사에 의한 합동취업면접회입니다. 복수 기

업의 채용담당자와 면접이 가능합니다. ▽일정:2020 년 1 월 25

일(토) 10:00~16:00 ▽장소:요코하마시 기능문화회관 2 층 다

목적홀 ▽대상 및 정원:신청 불요(정원 제한 없음), 취업 가능

한 비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 일본어로 취업이 가능한 분 ▽

비용:무료 ▽문의:요코하마시 직업지원센터 TEL 681-6512 / 

FAX 641-9775 

 

魚
さかな

料理
りょうり

に挑戦
ちょうせん

！ 

생선요리에 도전! 

                              

▽내용: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

선 손질 방법을 배우고 급식

메뉴 만들기 ▽일정:2020 년 2

월 29 일(토) 10:00~14:00 ▽

장소: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본장 시장센터빌딩내 3 층 조

리실 ▽대상 및 정원:사전 신

청(추첨), 각 일정 16 팀 32 명, 

요코하마 시내 재학, 거주 중인 초등학교 3 학년 이상의 학생

과 보호자 ▽비용:1 인당 750 엔(한 팀 1,500 엔) ▽신청기간:1

월 7 일(화)~2 월 10 일(월) ▽신청방법:왕복엽서에 필요사항(행

사명, 주소, 이름, 전화번호, 반송면), 나이를 적어 보내 주십

시오. ▽문의:식육추진계 TEL 662-2541 / FAX 662-7834 

 

犬
いぬ

の健康
けんこう

管理
か ん り

セミナー 

개의 건강관리 세미나 

                              

▽내용:가정에서 가능한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애

완동물 동반 불가 ▽일정:2020 년 2 월 8 일(토) 14:00~16:00 

▽장소:고호쿠 공회당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선착순), 60

명 ▽비용:무료 ▽신청기간:1 월 14 일(화)~1 월 31 일(금) ▽신

청방법: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필

기통역 희망 유무도 알려 주십시오. ▽신청 / 문의:요코하마

시 동물애호센터 TEL 471-2111 / FAX 471-2133 

 

市場
しじょう

のプロ直伝
じきでん

 野菜
や さ い

・フルーツ講座
こ う ざ

 

시장의 프로에게 직접 듣는 야채, 과일 강좌 

                              

▽내용:시장의 프로(야채 소믈리에)로부터 시장의 역할, 음식

에 대한 안전, 안심에 대한 대응 및 야채와 과일에 대한 지식

을 배워 봅니다. ▽일정:2020 년 2 월 15 일(토) 

11:00~12:15(접수는 10:30 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본장 센터빌딩 ▽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선착순) ▽비용:무료 ▽신청기간:1 월

14 일(화)~1 월 20 일(월) ▽신청방법:전용 신청서에 필요사항

(행사명, 주소, 이름, 전화번호, 왕복엽서는 반송면), 나이를 

적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 문의:경제국 중앙도

매시장 본장 경영지원과 TEL 459-3337 / FAX 459-3307 

 

行政
ぎょうせい

書士
し ょ し

相談
そうだん

 

행정서사 상담 

                              

▽내용:비자, 재류자격, 국제결혼, 이혼, 가족초청 등의 상담

에 응합니다. 통역사 있음, 무료, 비밀은 엄수합니다. ▽일정:

매월 1 회 제 1 목요일 13:00~16:00 ※2020 년 1 월은 제 2 목

요일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요코하마시 국

제교류협회, 예약제로 1 회 상담시간은 45 분 ▽예약 / 문의:

요코하마시 다문화공생 종합상담센터 TEL 222-1209 ※이 

사업은 가나가와현 행정서사회 소속 행정서사의 협력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かながわ外国人
がいこくじん

教育
きょういく

相談
そうだん

 

가나가와 외국인교육상담 

                              

▽내용: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

다. 교육 등 어떤 일이든, 누구든 상담 가능. 외국인을 서포

트하고 계신 분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내용의 비밀은 엄

수합니다. ①YOKE정보상담코너 매월 제 2, 4 토요일 

10:00~13:00 접수종료는 12:30 TEL 222-1209 대응외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그 외 언어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②미나미 시민활동 · 다문화공생라운지 매월 제 4 목요일 

13:30~15:30(예약 필요) TEL 232-9544 대응외국어는 중국

어, 영어(그 외 언어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