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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齢者向
こうれいしゃむ

け優良賃貸住宅
ゆうりょうちんたいじゅうたく

入居者募集
にゅうきょしゃぼしゅう

 

고령자를 위한 우량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내용:시 인정의 민간주택. 이즈미 구 나카다미나미 2 초메 

20 호 모집. 2019 년 11 월 입주 예정, 턱이 없는 구조, 긴급통

보 서비스 등 있음. 개호 없음. 수입에 의한 집세 보조제도 

있음. 추천 ▽대상 및 정원:사전신청,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 

재근 중인 60 세 이상의 고령자로 본인 및 동거자가 일본 국

적인 분,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그 외 조건 

있음.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5월10

일~5 월 31 일 ▽신청방법:전용신청서 ▽신청:㈜파워즈 언리미

티드 TEL 439-0028 / FAX 439-1882 ▽문의:건축국 주택정

책과 TEL 671-4121 / FAX 641-2756 

 

成人用肺炎球菌
せいじんようはいえんきゅうきん

ワクチン予防接種
よぼうせっしゅ

 

성인용 폐렴구균백신 예방접종 

                              

▽내용:65 세 이상, 5 살 간격의 연령이 대상으로 성인용 폐렴

구균백신 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연령이신 

분들에게 6 월 하순경 개별적으로 안내서 등을 송부할 예정입

니다. ▽일정:2019 년 7 월 1 일~2020 년 3 월 31 일 ▽대상 및 

정원:이전 23 가폐렴구균백신을 접종한 적이 없는 분으로 

2019 년도에 65 세, 70 세, 75 세, 80 세, 85 세, 90 세, 95 세, 

100 세, 101 세 이상인 분. 또는 60 세 이상 65 세 미만인 분 

중 심장, 신장, 호흡기 기능,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등에 의

해 면역기능에 1 급 상당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비

용:3,000 엔(의료보험증 지참, 시민세 비과세 세대,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게는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문의:시 예방접종콜

센터 TEL 330-8561 / FAX 664-7296 

 

 

 

市民意識調査
しみんいしきちょうさ

にご協 力
きょうりょく

を 

시민의식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18 세 이상 3,200 명이 대상(무작위로 선출), 5 월 중순

~6 월 상순에 실시. 사전에 조사표를 우송, 조사원이 방문해 

회수합니다. 

 

｢ヨコハマ・りぶいん｣の空家待
あ き や ま

ち登録者募集
とうろくしゃぼしゅう

 

｢요코하마 리브인｣ 공실대기 등록자모집 

                              

▽내용:가족 대상 임대주택입니다. 사전에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한 후 공실이 생길 경우 입주 안내를 실시합니다. 수입제

한 등이 있으며 수입에 따른 월세 보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지(5 월 16 일부터 각 구청 광고 홍보 상담계, 행

정 서비스코너에서 배포) 선착순 접수 공실도 있음.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전형) ▽신청기간:5 월 16 일~5 월 30 일 ▽

신청방법:전용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ジェ

イエーアメニティーハウス요코하마 미나미 영업소 TEL 435-

9419 / FAX 435-9418 ▽문의:건축국 주택정책과 TEL 671-

4121 / FAX 641-2756 

 

高齢者向
こうれいしゃむ

け優良賃貸住宅
ゆうりょうちんたいじゅうたく

 空家
あ き や

待
ま

ち登録者募集
とうろくしゃぼしゅう

 

고령자를 위한 우량임대주택 빈 집 대기 등록자모집 

                              

▽내용:시 인정의 민간주택. 사전에 추첨으로 순위를 정한 후 

빈 집이 발생 시 입주 안내 실시. 미도리 구 기타핫사쿠 초의 

물건.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추첨), 요코하마 시내 거주, 

재근 중인 60 세 이상의 고령자로 본인 및 동거인이 일본 국

적인 분,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그 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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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5월16

일~5월30일 ▽신청방법:전용신청서, 연령 기입 필요 ▽신청:

ジェイエーアメニティーハウス요코하마 미나미 영업소 TEL 

435-9419 / FAX 435-9418 ▽문의:건축국 주택정책과 TEL 

671-4121 / FAX 641-2756 

 

31年度軽自動車税
ねんどけいじどうしゃぜい

の納期限
のうきげん

 

2019 년도 경차 세금 납기 기한 

                              

▽내용:납세 통지서는 5 월 7 일 발송 예정 ▽일정:5 월 31 일

(금) ▽문의:거주 구의 구청 세무과 또는 재정국 세무과 

 

国民年金保険料学生納付特例
こくみんねんきんほけんりょうがくせいのうふとくれい

 

국민연금 보험료 학생납부 특례 

                              

▽내용:신청서를 받은 분은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우송해 주시고 신청서를 받지 

못한 분은 재학증명서나 학생증과 연금수

첩, 인감을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대상 및 정원:전년도 소득금액

이 일정액 이하인 학생. 계속해서 납부특

례를 받고자 하는 학생도 수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각 거주구의 구청 국민연금계 

 

犬猫
いぬねこ

のマイクロチップ装着費用
そうちゃくひよう

の一部補助
い ち ぶ ほ じ ょ

 

개와 고양이의 마이크로칩 장착비용 일부 보조 

                              

▽내용:2019 년도에 개와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분

들을 대상으로 한 보조.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전단지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신청접수기간은 

2019 년  5 월 7 일~2020 년 3 월 5 일(예산을 전부 소모한 경

우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보조대상 장착시술 실시기간은 

2019 년도(2019 년 4 월 1 일 이후) ▽대상 및 정원:신청 불요

(당일 선착순), 500 마리, 신청자는 시민. 대상은 2019 년도에 

등록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고 신청 마감일까지 

AIPO 에 등록, 필요서류 준비 등이 가능한 시민이 사육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개는 등록 및 2019 년도 광견병 예방주사의 

접종을 마친 개가 대상) ▽비용: 1,500 엔 /마리 (상한액)▽신

청방법:전용신청서 ▽신청방법: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구청 생활위생과, 동물애호센터에서 배포. 신청은 동물

애호센터에 우송 또는 직접 지참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森
もり

づくりボランティア入門講座
にゅうもんこうざ

 

숲 조성 자원봉사자 입문강좌 

                              

▽내용:숲 조성 활동에 흥미를 갖고 계신 초보자 대상의 강좌 

▽일정:2019 년 6 월 23 일(일) 09:30~15:00, 6 월 30 일(일) 

09:30~15:00, 7 월 7 일(일) 09:30~15:00 ▽장소:니하루사토

야마 공원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선착순), 30 명. 시내 거

주, 재근, 재학 중인 18 세 이상인 분 ▽비용:무료 ▽신청기

간:5 월 15 일~6 월 5 일 ▽신청방법:전용신청서에 필요사항(행

사명, 주소, 이름, 전화번호, 왕복 엽서는 반송면)을 적어 보

내 주십시오. ▽신청 / 문의:환경창조국 환경활동지원센터 

TEL 711-0635 / FAX 721-6356 

 

歯
は

と口
くち

の健康週間
けんこうしゅうかん

中央行事
ちゅうおうぎょうじ

 

치아와 구강 건강주간 중앙행사 

                              

▽내용:요코하마 시에서는 치아와 구강의 건강 주간에 맞춰 

체험형 무료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무대 이벤트, 스탬프랠리 

등 ▽일정:2019 년 6 월 9 일(일) 11:00~16:00 ▽장소:퀸즈스

퀘어 요코하마 1 층 퀸즈 서클 ▽대상 및 정원:신청불요. 자격 

제한 없음 ▽비용:무료 

 

中央職業訓練校
ちゅうおうしょくぎょうくんれんこう

7月生募集
がつせいぼしゅう

 

중앙직업훈련학교 7 월 학생 모집 

                              

▽내용:(1)OA 경리과(초급), 의료, 개호사무 OA 과 (2)컴퓨터 

실무과. 일정, 훈련기간은 (1)8 월 2 일~11 월 18 일 (2)7 월 17

일~9 월 30 일, 모집기간은 6 월 6 일~6 월 17 일. 설명회는 6

월 3 일 10:00, 14:00. 문의처에서 실시 ▽장소:중앙직업훈련

학교 ▽대상 및 정원:사전신청(전형), 각 코스 20 명, 구직 중

인 분(한 부모 가정의 가장, 생활보호수급자 우대) ▽비용:무

료 ※교재비 등 자기부담 있음(9,000 엔~15,000 엔 정도) ▽

신청기간:6 월 6 일~6 월 17 일 ▽신청방법:전용신청서에 필요

사항(반송용 장 3 봉투 2 통에 우표를 붙여 주소, 이름, 코스를 

기재)을 적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중앙직업훈련

학교 TEL 664-6825 / FAX 664-2081 

 

道志村水源林
どうしむらすいげんりん

 間伐体験
かんばつたいけん

バスツアー 

도시무라수원림 간벌체험 버스투어 

                              

▽내용:야마나시현 도시무라에서 유역보호 구역의 견학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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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체험을 할 수 있는 버스 투어입니다. 간벌 작업 후에는 道
どう

志
し

온천(실비 부담), 점심은 각자 지참, 우천 시 실시. ▽일

정:2019 년 6 월 15 일(토) 07:30 JR 간나이역 미나미출구 앞 구

스노키 광장 집합, 18:30 JR 간나이역 미나미출구 앞 구스노키 

광장에서 해산 예정 ▽대상 및 정원:사전신청(추첨), 35 명, 18

세 이상 ▽비용:무료 ▽신청기간:5 월 1 일~5 월 24 일 ▽신청

방법:왕복엽서에 필요사항(행사명, 주소, 이름, 전화번호, 반송

면), 나이, 성별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당락 관계 없이 전원

에 통지 ▽신청:수도국 수원림 관리소 TEL 0554-52-2004 / 

FAX 0554-52-2915 

 

親子風力発電所見学会
おやこふうりょくはつでんしょけんがくか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풍력발전소 견학 

                              

▽내용:풍력발전소의 견학 등 ▽일정:6월8일(토) 미쓰비시 미

나토미라이 기술관①09:00 집합, ②11:00 집합. 각각 약 2 시

간 후에 미쓰비시 미나토미라이 기술관에서 해산 ▽장소:하마

윙, 미쓰비시 미나토미라이 기술관 ▽대상 및 정원:사전신청

(추첨), 100 명(①②각 50 명), 보호자를 포함한 초등학생 이상 

중학생까지 합계 4 명 이내 ▽비용:무료 ▽신청기간:5 월 10 일

~5 월 22 일 ▽ 신청 방법 : HP 에서 전용 폼에 필요 사항을 

입력하여 신청 해주세요. (①②선택, 또는 양쪽 다), 4 명까지 

이름, 자녀의 학년, 보호자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

입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환경창조국 환경에네르

기과 TEL 671-2681 / FAX 641-3490 

 

ギャンブル
ぎ ゃ ん ぶ る

等
とう

依存症
いぞんしょう

特別相談会
とくべつそうだんかい

 

도박 등 의존증 특별상담회 

                              

▽내용:도박 등 의존증의 회복

지원시설의 스태프와 시직원에 

의한 상담회 ▽일정:2019 년 5

월 20일(월) 오전, 5월 21일(화) 

오후, 5 월 22 일(수) 오후 ※상

담시간은 1팀50분 ▽장소:요코

하마 시 마음의 건강 상담센터 

▽대상 및 정원:사전신청(전형), 

각 일정 최대 2 팀. 도박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요코하

마 시에 거주 중인 분, 그 가족(당사자 혹은 가족이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 중인 분) ▽비용:무료 ▽신청기간:4월 12일~5월

20 일 ▽신청 / 문의:건강복지국 마음의 건강 상담센터 TEL 

671-4408 / FAX 662-3525 

 

ミュージック・マスターズ・コース・ジャパン演奏会
えんそうかい

 市民招待
しみんしょうたい

 

뮤직 마스터즈 코스 재팬 연주회 시민초대 

                              

▽내용:실내악,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시민 무료 초대 ▽일정:

①강사 실내악 콘서트 7월4일(목) 19:00~21:00 ②수강생 실

내악 콘서트 7 월 8 일(월) 18:00~21:15 ③오케스트라 콘서트 

7 월 14 일(일) 14:00~16:00 ▽장소: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홀 

▽대상 및 정원:사전신청(추첨), ①②100명, ③350명. 시내에 

거주, 재근, 재학. 한 공연당 신청은 1 인 1 회. 미취학 아동은 

불가 ▽신청기간:5 월 24 일까지 ▽신청방법:왕복엽서에 필요

사항(행사명, 주소, 이름, 전화번호, 반송면, 코스, 나이, 희망

날짜, 희망인원수(2 명까지))을 적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MMCJ 사무국 TEL 03-3470-3361 

 

日本語講座受講生募集
にほんごこうざじゅこうせいぼしゅう

 

일본어강좌 수강생모집 

                              

▽내용:가나가와 민단에서 한국인을 위한 일본어 강좌를 개최

합니다. 일본 기업에서 근무 중이신 분이나 근무를 희망하시

는 분, 일본에 정주하여 생활을 시작하신 분, 일본어를 전혀 

못 하거나 실력 향상을 희망하시는 분. 이번 일본어 강좌를 

통하여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 한국인 네트워

크 구축으로 함께 배우고 함께 생활해 나가는 가나가와현 만

들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정:일반 클래스 A 매주 화요일 10:00~11:50, 일반 클래스 B 

매주 화요일 13:00~14:50, 매주 목요일 13:00~14:50 비즈

니스 클래스 매주 목요일 19:00~20:30 ▽비용:입회비 무료, 

일반 클래스 A 3,000 엔/월(주 1회 수강) 일반 클래 B 5,000 엔

/월(주 2 회 수강) 비즈니스 클래스 7,000 엔/월(주 1 회 수강) 

▽대상 및 정원:일본 기업에서 근무 중인 혹은 예정, 희망하

시는 분. 가나가와현 중심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그 배우

자, 일본어 습득, 실력 향상을 희망하시는 한국인 분 ▽장소:

가나가와 한국회관 7 층. 요코하마역 기타니시 출구에서 도보

5 분 ▽신청방법:신청서를 작성, 직접 제출 혹은 신청서와 설

문지 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

넷 지원 가능 ▽문의:신기정주 한국인 대상 일본어 강좌 사무

국(한국 민단 가나가와현 지방 본부 내), 요코하마 시 가나가

와구 쓰루아초 2-10-1 가나가와 한국 회관 4 층. 메

일:kanagawa-k@minda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