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外国
がいこく

人
じん

のための結核
けっかく

検診
けんしん

(無料
むりょう

) 

외국인을 위한 결핵검진(무료) 

                              

∇내용: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흉부엑스선 

촬영을 실시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의사와

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외국어로 문의하실 

때는 쓰루미 국제교류라운지 Tel 511-5311 

/ Fax 511-5312 ∇일정:2020년3월1일(일) 

14:00~16:00(접수) ∇장소:쓰루미 공회

당 대상 및 정원:50명, 신청 불요(당일 선착

순), 15세 이상인 외국인 ∇비용:무료 

 

国民
こくみん

年金
ねんきん

保険料
ほけんりょう

は, 前納
ぜんのう

がお得
とく

です。 

국민연금보험료는 선납하시면 할인됩니다. 

                              

∇내용:선납(2년, 1년, 6개월)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와 신용카드의 경우는 2월말까지 연금사무소, 금융기관에

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

대상 및 정원: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이미 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하시고 계신 분은 제외)  ∇신청방법:직접 방

문 문의:연금다이얼(Tel 0570-05-1165) 또는 건강복지국보

험연금과 Tel 671-2418 / Fax 664-0403 

 

高齢者
こうれいしゃ

向け
むけ

優良
ゆうりょう

賃貸
ちんたい

住宅
じゅうたく

 空家
あきや

待
ま

ち登録者
とうろくしゃ

募集
ぼしゅう

 

고령자 대상 우량임대주택 공실대기 등록자모집 

                              

∇내용:시 인정 민간주택.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해 공실이 발

생하면 입주 알선. 아사히구 외 물건 3군데 ∇대상 및 정원:

사전신청(추첨), 요코하마 시내 거주 또는 재근 중인 60세 이

상의 고령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그 외 조건 있음. 

문의 바람. ∇신청기간:2월19일(수)~3월9일(월) ∇신청방법:

전용신청서, 나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스템하

우징 주식회사 Tel 742-1000 / Fax 742-7500 ∇문의:건축국 

주택정책과 Tel 671-4121 / Fax 641-2756 

 

バイクの廃車
はいしゃ

申告
しんこく

 / 市
し

・県民税
けんみんぜい

の申告
しんこく

ほか 

오토바이 폐차신고 / 시 ・현민세 신고 외  

                              

∇일정:2020년2월, 3월 ①오토바이 폐차신고:2020년4월1일 현

재 소유자에게 2020년도분을 과세. 폐기나 양도의 경우에는 3월 

중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25cc초과인 경우 가나가와 운수지

국으로 신고 ②개인시민세, 현민세 신고:2020년1월1일 현재 구 

안에 주소가 있는 분은 3월16일까지 구청 시민세 담당에 오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분으로 근무처에서 급여

지급보고서가 제출된 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는 분은 불요.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불요라고 인정받으신 분(⑤에 해당하는 분 

포함)은 시민세, 현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③확정신

고와 납부기한:소득세, 부흥특별소득세는 2월17일~3월16일. 증

여세는 2월3일~3월16일, 개인사업자의 소비세, 지방소비세는 3

월31일까지 ④세무서의 일요 및 공휴일 근무:2월24일, 3월1일.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증여세, 개인사업자의 소비세, 지방

소비세의 신고작성 조언, 접수(전화 상담 불가), 혼잡시에는 접수

가 종료될 수도 있음 ⑤연금소득자의 소득세신고 절차 불요제도: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이 400만엔 이하 또는 공적연금 등 이외

의 소득금액이 20만엔 이하의 경우 확정신고 불요. 환부금을 받

기 위한 제출은 가능 ⑥신고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작성:국

세청 홈페이지의 ‘확정신고서 등 작성코너’에서 작성 후 e-Tax

로 제출 가능 ※마이넘버카드, IC카드리더라이트가 필요∇대상 

및 정원:신청 불요 ∇문의:각 거주구의 구청세무과 또는 재정국 

세무과, 각 세무서 Tel 671-2253 / 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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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学校
ちゅうがっこう

夜間
やかん

学級
がっきゅう

」のご案内
あんない

 

‘중학교 야간학급’ 안내 

                              

∇내용:중학교 야간학급은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신 분, 졸업

은 했지만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분들을 위한 학교

입니다. ∇대상 및 정원:다음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 

①15세(학령)를 초과하신 분 ②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신 분

(졸업은 했으나 제대로 다니지 못한 점을 교육위원회가 인정한 

분) ③요코하마 시내에 거주 또는 재근 중인 분 ∇신청:교육위

원회사무국 초중학교 기획과 Tel 671-3266 / Fax 664-5499 

 

粗大
そだい

ごみは早
はや

めに申
もう

し込
こ

みを 

대형폐기물은 여유 있게 신청합시다. 

                              

∇내용:3월, 4월은 신청이 집중하는 시기이므로 여유를 가지

고 신청하도록 합시다. ∇일정:월~토요일(공휴일, 휴일을 포

함), 전화는 08:30~17:00까지 접수, 인터넷은 24시간 접

수 ∇신청방법:전화, 인터넷, 채팅 또는 홈페이지의 전용양식

에 기입해서 신청 ∇신청:대형폐기물 접수센터 Tel 0570-

200-530、045-330-3953 ∇문의:자원순환국 업무과 Tel 

671-3815 / Fax 662-1225 

 

中央
ちゅうおう

職業
しょくぎょう

訓練校
くんれんこう

4月
がつ

生
せい

募集
ぼしゅう

 

중앙직업훈련학교 4월생 모집 

                              

∇내용:훈련과(1)OA경리과(초급), 의료 ・ 개호사무OA과 (2)컴퓨

터실무과 (3)기계CAD과 ∇일정:훈련기간(1)4월13일~7월21일 

(2)4월13일~6월22일 (3)4월14일~9월29일 ∇모집기간:3월13일

~3월26일 설명회:3월9일 10:00, 14:00 문의처에서 개최 ∇장소:

중앙직업훈련학교 ∇대상 및 정원:사전신청(전형), 각 코스 20명, 

실업 중인 구직자(한 부모 가정의 부모, 생활보호수급자 우대), 

일본어로 일을 할 수 있는 분 비용:교재비 등 자기 부담 있음

(9,000엔~14,000엔 정도) ∇신청:전용신청서 신청방법:반송용 

장3봉투 두 통에 우표를 붙인 후 주소와 이름을 기재) ∇문의:중

앙직업훈련학교 Tel 664-6825 / Fax 664-2081 

 

第
だい

30回
かい

よこはまシティウォーク 

제30회 요코하마 시티워크 

                              

∇내용:요코하마의 관광명소 등을 돌아보는 봄의 워킹이벤트 

∇일정:2020년3월20일(금 · 공휴일) 08:00~17:00 ∇장소:출

발은 馬
ば

車道
しゃみち

駅
えき

 도착은 요코하마 문화체육관 ∇대상 및 정원:

사전 신청(선착순) 3,000명.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동반, 몸

이 불편하시 분은 개호자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어른1,800엔, 초중학생500엔, 미취학아동은 무료 ∇신청기

간:2월12일(수)~3월6일(금) ∇문의:요코하마시 체육협회 스

포츠사업과 Tel 640-0018 

 

合同
ごうどう

就職
しゅうしょく

面接
めんせつ

会
かい

 

합동취업면접회 

                              

∇내용:요코하마 시내에서 취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합

동취직 면접회입니다. 참가 기업회사는 약50개사 ∇일

정:2020년2월27일(목) 13:00~ 16:00 (접수는 12:30~ 

15:45) ∇장소:신도시 홀(소고 요코하마점9층) ∇대상 및 정

원:신청 불요, 취업비자인 분, 일본어로 일이 가능한 분 ∇비

용:무료 ∇문의:헬로워크 요코하마 직업상담기획부문 Tel 

222-8609 / Fax 201-6284, 경제국 고용노동과 Tel 671-

2343 / Fax 664-9188 

 

ハマの職人
しょくにん

展
てん

 

요코하마의 장인전 

                              

∇내용:어린이 기능체험교실 등이 열립니다. ∇일정:2020년2

월15일(토) 10:00~16:30 ∇장소:MARK IS 미나토미라이 ∇

대상 및 정원:신청 불요(당일 선착순), 약60명. 자격 제한 없

음 ∇비용:일부 유료 ∇문의:경제국 고용노동과 Tel 671-

4098 / Fax 664-9188 

 

就職
しゅうしょく

マッチング交流会
こうりゅうかい

を開催
かいさい

します！ 

취업매칭 교류회를 개최합니다! 

                              

∇내용:요코하마 시내의 중소기업과 시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과의 교류회를 개최합니다. ∇일정:2월29일(토) 13:30~16:30 

∇장소:日
にっ

総
そう

ブレイン株式会社
かぶしきがいしゃ

TS프라자빌딩 ∇대상 및 정원:

사전 신청, 30명. 취업비자인 분, 일본어로 일이 가능한 분 ∇

신청방법:홈페이지(https://www.yokohama-monozukuri.com) 

전용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신청 

 

保育士
ほいくし

就職
しゅうしょく

面接
めんせつ

会
かい

 

보육교사 취업면접회 

                              

∇내용:보육사 자격취득 예정자나 보육자의 복직, 취업지원. 

취업면접회를 개최합니다. ∇일정:2020년3월7일(토) 13:00~ 

국제교류·이벤트정보 国際交流・イベント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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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장소:기능문화회관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 정원 

제한 없음. 취업비자인 분, 일본어로 일이 가능한 분 ∇신청

방법:홈페이지에서 전용양식을 다운로드. 기간은 8월13일

(화)~3월6일(금), 팩스로 신청, 기간은 2월7일(금)~3월6일

(금), 필요사항(행사명, 주소, 이름, 전화번호, 왕복엽서 반송

면)을 기입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주식회사 니데

아 Tel 439-3442 / Fax 271-3844 

 

国際
こくさい

舞台
ぶたい

芸術
げいじゅつ

ミーティングin横浜
よこはま

2020 

국제무대 예술미팅 in 요코하마2020 

                              

∇내용:무대예술의 국제적 플랫폼. 공연이나 심포지엄 등을 실

시, 일부 프로그램은 일반 관객도 입장 가능 ∇일정:2020년2월

8일(토)~16일(일) 시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다릅니다. ∇장

소:KAAT, 개항기념회관 기타 ∇대상 및 정원:사전신청(선착순), 

정원은 프로그램에 의해 달라짐, 자격 제한 없음 ∇신청방법:티

켓, 홈페이지 ∇신청:국제무대 예술미팅in요코하마 사무국 Tel 

03-5724-4660 / Fax 03-5724-4661 ∇문의:공익재단법인 요

코하마시 예술문화진흥재단 Tel 221-0212 / Fax 221-0216 

 

春休
はるやす

み短期
たんき

スケート教室
きょうしつ

 

봄방학 단기 스케이트교실 

                              

∇내용:초보자 대상의 아이스 스케이트교실 ∇일정:[A코

스]2020년3월26일(목), 27일(금), 28일(토), 30일(월)의 4일간. 

09:15~10:00 [B코스]2020년4월1일(수), 2일(목), 3일(금), 4일

(토)의 4일간. 10:15~11:00 준비물은 긴팔, 긴바지, 긴 양말, 

장갑, 니트모자 또는 헬멧(무료 대출 가능) ∇장소:요코하마은

행 아이스 아리나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선착순), [B코

스]70명, [A코스]4, 5세30명, 6세~어른120명 합계150명 [B

코스]4, 5세30명, 6세~어른40명 합계70명 ∇비용:한 명당

7,700엔(전4회분) ∇신청:홈페이지에서 전용양식으로 신청. 

10:00부터 접수개시, 기간은 2월13일(목)~ ∇신청 / 문의:요

코하마은행 아이스아리나 Tel 411-8008 / Fax 411-8010 

 

子
こ

ども・若者
わかもの

の居場所
いばしょ

フォーラム～地域
ちいき

で守
まも

ろう！育
そだ

てよう！～ 

어린이, 젊은이들이 있을 곳 포럼~지역에서 지키자! 키우자!~ 

                              

∇내용:목적은 ‘어린이식당’ 등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있을 장

소에 대한 의의와 역할, 좋은 사례 등을 공유, 어린이와 젊은

이들의 지원에 대한 관련방법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의 교류 및 관계 맺기. 기조강연, 패널디스커션, 참가자에 의

한 워크숍등이 실시됩니다. ∇일정:2020년3월25일(수) 

13:00~17:00 ∇장소:위링 요코하마 ∇대상 및 정원:사전 신

청(추첨), 120명. 이름, 주소, 연락전화번호 ∇비용:무료 ∇신

청기간:1월24일(금)~3월19일(목) ∇신청방법:홈페이지의 전

용양식 또는 팩스 ∇신청:요코하마 지역복지연구센터 Tel 

228-9117 / Fax 228-9118 ∇문의:요코하마시 아동청소년국 

기획조정과 Tel 671-4281 / Fax 663-8061 

 

横浜
よこはま

開港
かいこう

祭
さい

 ①親善
しんぜん

大使
たいし

 ②ドリームオブハーモニー参加者
さんかしゃ

募集
ぼしゅう

 

요코하마 개항제 ①친선대사 ②드림오브하모니 참가자모집 

                              

∇내용: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1월 상

순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①은 

PR활동, 교통비지급 ∇일정:①3월 하

순~6월2일 동안 주로 토일 ②6월2일

(화) (연습은 4, 5월의 토일) ∇장소:①

시내 각처 ②린코파크 외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전형) ①14명 ②1,000명, ①18세 이상의 여

성(고등학생 불가)  ②2020년2월 현재 초등학생 이상 ∇신청기

간:①1월1일(수)~2월9일(일): http://www.kaikosai.com/ 홈페

이지에서 전용양식으로신청,②1월1일(수)~3월8일(일)http:// 

www.kaikosai.com/∇신청:요코하마개항제 실행위원회 Tel 

212-5511 / Fax 212-5510 ∇문의:요코하마개항제 실행위원회, 

문화관광국 MICE진흥과 Tel 671-3546 

 

こどもの日
ひ

 2020コンサート 

어린이날 2020콘서트 

                              

∇내용:도쿄2020올림픽, 패럴림픽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오케스트라와 합창의 클래식 콘서트 ∇일정:2020년5월5일(화 

· 공휴일) 1회 13:00(14:00종연 예정), 2회15:30(16:30종연 

예정) ∇장소: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홀 大
だい

홀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선착순), 각 일정1894명. 1회는 취학 전 

아동의 입장, 동반은 피해 주십시오. 2회는 0세부터 입장 

가능 ∇비용:1회 전석지정석 초등학생~고등학생1,000엔 / 

대학생 이상2,500엔. 2회 전석지정석 0세~고등학생1,000엔 / 

대학생 이상2,500엔 ∇보육:예약제, 유료, 6개월~ ∇신청기간: 

2월16일(일)~5월4일(월) ∇신청방법:티켓(2월16일10:00부터 

판매), 홈페이지에서 전용양식에 기입해 신청 ∇신청 / 문의: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홀 티켓센터 Tel 682-2000 / Fax 682-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