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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알림 ★★★★
소득신고를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세의 세제개정에 의해, 올해부터 저소득층 대상의
경감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경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 및
18 세이상의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전원이 소득신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서둘러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소득의 합계가 표의 금액이하의
경우, 균등할과 평등할이 경감됩니다.
세대인수
세대의 소득금액합계
1인
33 만엔
68 만엔
2인
33 만엔
57.5 만엔
103 만엔
3인
33 만엔
82 만엔
138 만엔
4인
33 만엔
106.5 만엔
173 만엔
5인
33 만엔
131 만엔
208 만엔
6인
33 만엔
155.5 만엔
243 만엔
7인
33 만엔
180 만엔
278 만엔
8인
33 만엔
204.5 만엔
313 만엔
7 할경감
5 할경감
2 할경감
(예) 소득 33 만엔이하로, 1 인세대의 경우
신고 안 함
신고함
40 세미만 또는
이전 58,000 엔→경감후 23,200 엔 (6 할경감)
65 세이상의 경우 신세율 66,000 엔→경감후 19,800 엔 (7 할경감)
40 세이상
이전 69,000 엔→경감후 27,600 엔 (6 할경감)
65 세미만의 경우 신세율 79,800 엔→경감후 23,940 엔 (7 할경감)
・문의처 츠쿠바시청 국보연금과☎029-883-1111

★★★★ 시민세・
시민세・현민세에 관한 알림 ★★★★
시민세・현민세(제 1 기)의 납세는 6 월 30 일 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의 하나로써 시민세・현민세가 있습니다.
시민세・현민세는 2010 년 1 월 1 일 시점의 거주지에서 전년 1 년
분의 소득 (2009 년 1 월 1 일~12 월 31 일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됩니다. 이것은 보통 4 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통지서는 6 월 중순에 발송되므로 도착한 경우는 제 1 기분의
세금을 6 월 30 일(수)까지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한 납세증명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편의점・츠쿠바시청
각 창구 센터 등 어디서든 납부 가능합니다.
납입기한(6 월 30 일)까지 세급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일수와
금액에 따라 연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츠쿠바시청☎029-883-1111
과세에 관한 상담→시민세과
납부에 관한 상담→납세과

★★★★★★★ 육아지원 정보 ★★★★★★★
아동부양수당제도・모자가정 등 아동복지금 제도
◆아동부양수양
아동부양수양
대상아동 ※아동국적불문
・ 부모가 혼인을 취소한 경우
・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 아버지가 일정의 장애가 있는 경우
・ 아버지의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아버지가 1 년 이상 연락없이 아동의 양육을 방치하는 경우
・ 아버지가 1 년 이상 형무소 등에 구금되어있는 경우
・ 어머니가 혼인되어있지 않은 경우
・ 어머니가 아동을 임신했을 당시의 사정이 불명확한 경우
◆소득의
소득의 제한
수급자격자 및 그 배우자 또는 동거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수당 일부 또는 지급 전부가 제한됩니다.
◆아동부양수당
아동부양수당 금액
대상아동 수
전액수급
부분수급
1명
41,720 엔
소득에 따라
41,710 엔~9,850 엔의 범위
2명
46,720 엔
1 명의 월금액에 5,000 엔 가산
3 명 이상
3 명째부터 1 명당 3,000 엔 가산
◆츠쿠바시
츠쿠바시 모자(
모자(母子)
母子)가정 등의 아동복지금
대상자
사별, 이별, 장애(신체장애자 수첩 1, 2 급) 등으로 부모에게 양육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의무교육 종료 전의 아동 양육자
복지금액
아동 1 인당 3 만엔/년
※지급월은 매년 3 월, 연도 도중의 신청자에게는 월분할(월 2,500 엔)로
3 월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아동부양수당,
아동부양수당, 츠쿠바시 모자가정 등의 아동복지금)
아동복지금)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아동과 창구에
지참하시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츠쿠바시청 어린이과（☎029-886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수당
어린이수당 지급에 관한 부탁
금년도 어린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보육료의 체납이 있는 분은 현금 지급으로 하고 보육료의
체납에 대해서는 상담받는 방법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보육료를 체납하면서 어린이수당을 수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린이수당은 차세대 사회를
짊어질 어린이의 건장한 교육을 사회전체에서 응원하는 제도
이므로 어린이들을 위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기존의
기존의 아동수당에서 계속해서 어린이수당을 수급하는 분들께
어린이수당 현황보고는 6 월 30 일(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기존의 아동수당에서 계속해서 어린이수당을 수급하는 분은
6 월 중순에 현황신고서를 우송합니다. 현황신고는 2010 년
6 월 1 일 현재의 수급세대의 현황을 기재하시고 6 월 30(수)까지
재출해 주십시오. 즉, 현황신고가 미제출인 경우 및 필요한
서류가 부족한 경우는 6 월분부터 수급이 정지되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월 1 일 이후에 어린이수당신청을 하신 분은 올해는 현황
신고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동의 보호 및 양육상황의 변경(부양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아동수당을 수급하시던 분으로 2 년간 현황신고
미제출이신 분은, 미지불 된 수당은 시효가 되어 수급의
권리가 없어지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감독 ・ 보호하고 계신 분은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어린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제출・문의처 : 츠쿠바시청 어린이과☎029-883-1111

2010 년 6 월호 츠쿠바

2010년 6월 캘린더
15 화

23 수 2008년 11월생 건강검진 (사쿠라 보건센터), 중앙 도서관 휴관

16 수 2008년 11월생 건강검진 (야타베 보건센터)

24 목 중앙 도서관 휴관

17 목

25 금 중앙 도서관 휴관

18 금

26 토

19 토

27 일 휴일진료(와타나베 의원 851-0550, 이이무라 의원 867-0068)

20 일 휴일진료(마에지마 크리닉 859-0726, 오구라 의원 866-0108)

28 월 소아마비 예방접종 (사쿠라 보건 센터), 중앙 도서관 휴관

21 월 소아마비 예방접종 (야타베 보건센터)

29 화
30 수 2007년 5월생 건강검진 (야타베 보건센터)

중앙 도서관 휴관
22 화 소아마비 예방접종 (오호 보건센터), 중앙 도서관 휴관

31 목

2010년 7월 캘린더
1

목

2

금

3

토

4

일 휴일진료(요코타 의원 836-0025, 이이다 의원 866-0025)

5

월 중앙 도서관 휴관

6

화 소아마비 예방접종 (오호 보건 센터)

18 일 휴일진료(산샤인 크리닉839-3333, 츠쿠바 시립병원 8671196)
19 월 중앙 도서관 휴관
휴일진료(츠쿠바 츠지 크리닉 868-7170, 사카요리 의원 866-0106)
20 화 소아마비 예방접종 (야타베 보건 센터)
중앙 도서관 휴관

7

수 2008년 12월생 건강검진 (야타베 보건 센터)

21 수 2008년 12월생 건강검진 (사쿠라 보건 센터)

8

목

22 목 2007년 6월생 건강검진 (사쿠라 보건 센터)

9

금 소아마비 예방접종 (사쿠라 보건 센터)

23 금

10 토

24 토

11 일 휴일진료(미야모토 내과 855-6565, 오다 내과 867-2471)
12 월 중앙 도서관 휴관

25 일 휴일진료(미야가와 내과 855-8777, 기무라 크리닉 8691211)
26 월 중앙 도서관 휴관

13 화 2007년 6월생 건강검진 (사쿠라 보건센터)

27 화 소아마비 예방접종 (사쿠라 보건 센터)

14 수 2008년 12월생 건강검진 (사쿠라 보건 센터)

28 수 2007년 6월생 건강검진 (야타베 보건 센터)

15 목

29 목

16 금

30 금

17 토

31 토

≪도서관 정보≫
정보≫ 도서관에서 책이나 씨디 등의 자료를 빌리려면 이용카드가 필요합니다. 츠쿠바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외국인 등록증, 면허증, 보험증 등)을 소지하시고, 중앙도서관이나 공민관도서관에서 신청해 주세요. 츠쿠바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츠쿠바 시내에 근무
혹은 재학중이라면 이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이외에 직원증 혹은 학생증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중앙도서관☎856-4311
개관시간 화요일〜금요일 9:30〜19:00, 토요/일요/축일: 9:30〜17:00, 공민관도서관(야타베, 츠쿠바, 오노가와, 쿠키자키) 화요일〜일요일 10:00〜18:00)
≪외국어도서
외국어도서 보유량 현내 최고≫
최고≫ 중앙도서권에서는 영어, 중국어, 한글을 중심으로 외국어도서 1 만권을 소재하고 있습니다. 각국어의 실용서(요리,
일본가이드 등), 화제본의 원서판이나 현대일본소설의 각국어판, 유아서나 그림책도 있습니다. 잡지코너에도 17 종류의 외국어잡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서관내 특별 정리≫
정리≫ 6 월 22 일, 23 일, 24 일, 25 일은 관내 특별 정리를 위해 임시 휴관을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대출일에 있어서 반납 기간이
변경됩니다. 도서 등을 빌릴 시에는 반납 기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유아건강검진≫
유아건강검진≫ 18 개월 및 만 3 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시의 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사쿠라 보건센터,
야타베 보건센터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달 말경에 개별 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는 각 보건센터 또는 시청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쿠라 보건센터 : ☎029-857-3931, 야타베 보건센터 : ☎029-838-1100) 일정은 위의 캘린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유아의 예방접종≫
예방접종≫ 츠쿠바시가 실시하고 있는 유유아 예방접종은 법률 (예방접종법) 에 의해 정해진 정기 예방접종입니다. 협력의료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예약해서 받는 개별접종과 정해진 날에 보건센터에서 받는 집단접종이 있으며, 대상연령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접종은 소아마비
예방접종뿐이며, 이외의 예방접종은 모두 개별접종입니다. (소아마비 예방접종 대상연령: 생후3 개월~90 개월 미만 , 접수시간13:00-14:20)
≪휴일긴급진료의원≫
휴일긴급진료의원≫…진료시간 9:00 ~ 17:00 ※당번의료기관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긴급시 츠쿠바시 소방본부 소방지령과 (☎ 851-0119)로 문의.

①「츠쿠바시 외국인을 위한 상담실」
상담실」 (츠쿠바시청
(츠쿠바시청)
츠쿠바시청)

②「외국인상담센터 」(이바라키현 국제교류협회/
국제교류협회/미토시)
미토시)

【상담일/시간】 화요일/수요일 10:00 ~ 12:00, 13:00 ~ 16:45
영어 : 화요일, 태국어 : 화요일, 중국어 : 수요일, 한국어 : 수요일
【상담방법】 전화 또는 면접에 의한 상담
(※면접에 의한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당일날 확인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비밀엄수
【전용번호】☎ 029-868-7700 ※청사이전으로 번호변경

【상담일/시간】 월요일~금요일 8:30 ~ 12:00, 13:00~17:15
영어/일본어 : 월요일 ~ 금요일, 타가로그어 : 목요일
중국어 : 월요일(13:30~17:15), 수요일
스페인어 : 화요일, 한국어 : 화요일, 태국어 : 수요일/금요일
【상담방법】 전화 또는 면접에 의한 상담 ※무료, 비밀엄수
【전용전화】☎ 029-244-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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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년의료기관 성인건강검진 ★★★★
♦ 2010 년도 각종 성인 건강 검진을 6 월 1 일~2011 년 2 월 28 일까지
다음의 5 항목에 대해서 아래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① 특정검진(40-74 세까지의 국민건강보험가입자)
② 후기고령자검진(75 세이상 혹은 65-74 세의 일정 장애가 있는 분)
③ 생활기능평가(65 세 이상)
④ 결핵검진(65 세 이상)
⑤ 간염 검진(40 세)
♦ 3 월말에 송부된 ‘평성 22 년도 의료기관 검진안내’ 를 확인한 후
검진을 받아 주십시오. 또 전입하신 분 등, 3 월 이후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도 검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구분

사쿠라

야타베

오호

토요사토

츠쿠바

쿠키자키

의료기관명
아오야기 의원
이이오카 의원
카시무라 크리닉
시부야 크리닉
타케죠노 크리닉
오타 의원
오오노 의원
오구라 내과
카츠라기 크리닉
키쿠치 내과 크리닉
이치하라 병원
시바하라 의원
츠쿠바 기념병원
나카가와 의원
호죠 의원
쿠시다 의원
토코다이 내과
아츠시 크리닉
이이다 의원
츠쿠바 시립병원
츠쿠바 중앙병원
하야시 병원
지유가오카 병원
타가사키 크리닉
츠쿠바 위장 병원
츠쿠바 소아이 병원
유-카리 병원

주소
우에노무로 887
사쿠라 3-20-2
시모히로오카 744-1
콘다 2029-1
타케죠노 3-18-2
테시로기 309-4
시마나 634
히가시 2-4-14
카리마 196-1
야타베 5915
오오죠네 3681
요시누마 1151
카나메 65
시노자키 2272-1
하나바타케 3-28-8
카미고 2783-1
토코다이 4-19-4
타미야마 975
누마타 85
호죠 5022
호죠 5118
호죠 19-2
지유가오카 165-19
타카사키 772-12
타카미하라 1-2-39
타카사키 1008
오오이 1622

전화
857-1522
857-7526
863-0606
863-5252
851-4635
838-5333
848-0888
852-0777
852-1105
839-5070
864-0303
865-0511
577-1221
864-7760
864-0006
847-2355
847-8468
850-7878
866-0025
867-1196
867-1211
867-0114
876-0888
873-3733
874-3321
873-2511
874-1531

【 문의처 】
야타베 보건 센타 ☎ 029-838-1100
오호 보건 센타 ☎ 029-864-7841
사쿠라 보건 센타 ☎ 029-857-3931

・신청방법 : 신청용지(츠쿠바시 홈페이지)를 5 일전까지 FAX
또는 전화로 신청
・신청, 문의처 : 삼림 자원봉사 단체 [후레아이 츠쿠바]
FAX 03-3713-8297 담당 : 오노 씨
츠쿠바시청 농업과 FAX 029-868-7622 ☎029-883-1269
◆타카사키
타카사키 자연의 숲 블루베리 따기 체험
블루베리 따기 체험・판매가 열립니다.
・따기 체험(시식) 시간제 ①10:00∼10:30 ②11:00∼11:30
・과실, 잼, 아이스크림 등의 가공품 판매
・일시 : 6/19∼8/14 의 매주 (토) 9:30∼14:00 ※우천시 중지
・장소 : 타카사키 자연의 숲 (츠쿠바시 타카사키 1078-1)
※딴 과일은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시식만 가능).
※따기 체험은 기간도중에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 츠쿠바시청 농업과☎029-883-1269

★★★★ 외국인을 위한 무료 변호 상담 ★★★★
주로 현의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료 휴일 변호사 상담회를 실시합니다. 8 개국어로 통역이
이루어집니다.
【 일 시 】 2010 년 8 월1 일(일) 10:30~14:00 (13:30 접수 종료)
【 장 소 】토리데시 복지교류센터
(토리데시 테라다 5144 번지 3 토리데 시청 부지내, 죠반센 테라하라
역에서 도보로 10 분)
【 상담 내용 】
법률, 재류자격, 노동, 혼인, 교육, 그 밖의 생활전반에 대한 변호사에
의한 무료 상담 실시. (통역 대응, 비밀 엄수)
【 상담 언어 】
일본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타가로그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주 최】
(재)이바라키현 국제교류협회, 법 테라스 이바라키, 토리데시, 토리데시
국제교류협회
【기 타】
예약할 필요는 없으나, 예약자 우대함.
(예약은 이바라키현 국제교류협회로)
【 연락처 】
(재)이바라키현국제교류협회
 029-244-3811, 090-2645-6448 (당일한정)

츠쿠바시 국적별 인구현황 (명
(명)
1

중국

2,876

7

2010 년 5 월 3 일 현재
미국
172

2

한국, 북한

1,200

8

페루

220

★★★★★★ 츠쿠바 시내 이벤트 ★★★★★★

3

브라질

533

9

인도네시아

122

날씨 좋은 날엔 외출해 보세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체험 등,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부모와
부모와 아이들의 감자캐기 체험
・일시 : 6/19 (토) 10:00∼

4

필리핀

383

10 스리랑카

155

5

태국

334

11 방글라데시

138

6

인도

270

12 러시아

・장소 :토요사토 유카리노모리 곤충관(츠쿠바시 토오히가시 661)

・정원 : 초등학생이하의 부모・아이 30 조 ※선착순
・참가비 : 1 주 30 엔(1 가족이 30 주까지)
・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

기타

127
1,271

총 외국인수 7,801 명(132 개국) / 츠쿠바시 총 인구 215,055 명

츠쿠바시청 신청사 약도

・신청, 문의처 :토요사토 유카리노모리 곤충관 ☎029-847-5061

◆삼림
삼림 자원봉사 활동체험
풀베기, 가지치기, 제벌 등의 삼림정비. 초보자라도 안심
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시, 장소 : 첫날 6/19 (토) 10:00∼16:00 타카사키 자연의 숲
(츠쿠바시 타카사키 1078-1)
・정원 : 20 명 정도
・참가비 : 하루 500 엔 ※별도 보험비가 필요
・준비물 : 도시락 (첫날만), 마실 것, 우비, 튼튼한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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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쿠바 시외 관광 정보 : 후쿠로다 폭포 ★★
쿠지천의 지류인 타키가와에 걸쳐있는 후쿠로다 폭포는, 일본의 3 대
유명 폭포로, 높이 120 미터, 폭 73 미터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폭포의
흐름이 4 단으로 낙하하는 것에서 또 4 계절에 한 번씩 와서 보지 않으면
진면목을 알 수 없다고 하여 ‘4 번의 폭포’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4 계절의 각 절기 마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함을 찾아서 가는 것도 좋고, 가을에는 단풍을 함께 즐기는 것도
추천할 만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빙폭(얼어붙은 폭포)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 소재지 】이바라키현 쿠지군 다이고마치 후쿠로다 3-19
【 영업 시간 】8:00 18:00 ( 11 월~4 월은 9:00~17:00)
【 휴업일 】없음
【 요 금 】후쿠로다 폭포 터널에서 전망대까지의 이용료
대인 (중학생 제외 15 세 이상) 300 엔, 소인 150 엔
【 문의처 】후쿠로다 관폭 시설 관리 사무소
☎ 0295-72-4036
【 웹 사이트 】http://www.town.daigo.ibaraki.jp/index.php?code=2

★★★★★ 츠쿠바시 스포츠 이벤트 ★★★★★
날씨 좋은 날은 땀을 흘려봅시다!!
츠쿠바시의 스포츠 이벤트와 스포츠 교실을 소개합니다.
◆츠쿠바시 배구 연맹배 소프트배구대회
・일시 : 7/4 (일) (접수 9:00)
・장소 : 사쿠라 종합체육관 (츠쿠바시 콘다 1608 번지)
・대상 : 츠쿠바시내거주・재근 (1 팀 4 명이상,
1 단체에서 복수참가가능)
・참가비 : 체육협회 등록자팀 500 엔, 등록자 이외의 팀 1,000 엔
・준비물 : 체육관용 신발, 도시락, 음료
・ 신청방법 : 엽서에 대회명 [츠쿠바시 배구 연맹배 소프트배구
대회], 주소, 성명(후리가나), 성별, 학년, 전화번호를 기입해서
6/25(금)도착으로 우송. FAX 도 가능.
※연락이 없는 경우는 당일 집합
・신청, 문의처 : 체육협회☎029-854-8511
FAX 029-854-8531
[〒305-8555 카리마 2530 번지 2(연구학원 D 지구 2)]
◆미니 농구교실
・일시 : 7/18 (일) 9:00
・장소 : 츠쿠바 종합체육관 (츠쿠바시 호죠 1477-1)
・ 대상자 : 츠쿠바시내의 초등학교 3∼6 학년으로 미니 농구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초보자
・정원 : 40 명
・참가비 : 무료
・준비물 : 체육관용 신발, 타올, 음료, 점심식사
・신청방법 : 엽서에 교실명 [미니 농구교실], 주소, 성별, 학년,
성명(후리가나), 전화번호를 기입해서 7/9(금)도착으로 우송.
※연락이 없는 경우는 당일 집합
・신청, 문의처 : 츠쿠바시 스포츠소년단☎029-854-8511
담당 : 타카스 씨
[〒305-8555 카리마 2530 번지 2(연구학원 D 지구 2)]
◆츠쿠바시민
츠쿠바시민 배드민턴대회
・일시 : 7/4 (일) 9:30 (접수 9:00∼9:15)
・장소 : 츠쿠바 카피오 (츠쿠바시 타케조노 1-10-1)
・대상자 : 츠쿠바시내거주・재근 사회인
・참가비 : 1 인 750 엔
・종목, 랭크 : 남자・여자 더블 1・2・3 부 = 초급
믹스더블, 남녀싱글 = 랭크 없음
・신청방법 : 엽서에 교실명 [츠쿠바시민 배드민턴대회], 종목・랭크,
주소 또는 근무처, 성명(후리가나), 연령, 전화번호를 기입해서
6/18(금)도착으로 우송.
・신청, 문의처 : 체육협회 ☎029-854-8511
[〒305-8555 카리마 2530 번지 2(연구학원 D 지구 2)]

◆평성 22 년도 수영교실
・일시 : 7/19(축)∼23(금) 14:00∼16:00
・장소 : 헬스프라자 (츠쿠바 웰네스파크 내)
(츠쿠바시 야마키 1562 번지)
・대상자 : 츠쿠바시내에 거주하시는 분
・강사 : 츠쿠바 아쿠아라이프 연구소
・참가비 : 1,000 엔
・신청방법 : 왕복엽서에 주소, 성명(후리가나), 학교명, 전화번호,
학년 (유아는 연령), 희망하는 부와 코스명, 신장(학동부만)을
기입해서, 7/1(목)도착으로 우송
・신청, 문의처 : 츠쿠바시청 스포츠진흥과 ☎029-883-1111
[〒305-8555 카리마 2530 번지 2(연구학원 D 지구 2)]
부・코스
대상
정원
유아부
평성 23・24 년도
20 명
초등학교입학 예정자
학
초보자코스
25m 헤엄칠
초등학교
30 명
동
수 없는 분
3∼6 학년으로,
부
신장 120cm
중・상급자
25m 헤엄칠
20 명
이상인 분
코스
수 있는 분
◆도시공원 평성 22 년도 제 2 기(7
(7∼
∼9 월) 스포츠교실
교
클래스
요
시간
장소 (공원)
횟 금액
실
일
수 (엔)
9 7,200
유치원생
금
15:00∼16:00
카츠라기
축
9 7,200
초등학생
금
16:00∼17:00
카츠라기
구
7 5,600
유치원・
월
15:45∼16:45
니노미야
초등학생
(1∼3 학년)
월
16:00∼17:00
쿠키자키운동 7 5,600
9 6,300
초등학생
목
17:15∼18:45
츠쿠바북부
9 6,300
(1∼6 학년)
금
17:15∼18:45
츠쿠바북부
테
7 4,900
일반
월
11:00∼13:00
니노미야
니
9 6,300
초급
금
19:00∼21:00
츠쿠바북부
스
7 4,900
일반
월
9:00∼11:00
니노미야
9 6,300
중급
목
19:00∼21:00
츠쿠바북부
・강사 : 츠쿠바 풋볼클럽, 츠쿠바대학 테니스연구실,
츠쿠바 테니스과학센터
・정원 : 각교실 12 명
※별도보험료, 계속자 우대로 인해 추첨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신청이 정원보다 많이 적은 경우에는 개최가 중지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엽서에 주소, 성명(후리가나), 성별, 연령, 전화번호,
희망교실, 클래스를 기입해서, 6/13(일)도착으로 개최하는 공원
관리사무소에 직접지참 또는 우송.
・신청, 문의처
니노미야공원 관리사무소
[〒305-0051 니노미야 1-15] ☎029-851-4439
카츠라기공원 관리사무소
[〒305-0821 카스가 2-39-3] ☎029-851-1788
츠쿠바북부공원 관리사무소
[〒300-3266 키타하라 1] ☎029-864-4582
쿠키자키운동공원 관리사무소
[〒300-1273 시모이와자키 1260-10] ☎029-876-6600

★★★★★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
다같이 응원해요!! 대∼∼한민국
한민국!!
한민국!!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마스코트 : 자쿠미 (ZAKUMI)
일정
경기
시간 (일본시간)
6 월11 일 (금)
남아공 vs 멕시코 (개막전)
23:00∼
6 월12 일 (토)
대한민국 vs 그리스
20:30∼
6 월17 일 (목)
대한민국 vs 아르헨티나
20:30∼
6 월23 일 (수)
대한민국 vs 나이지리아
03:30∼
7 월12 일 (월)
결승전
03:30∼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2010 년 6 월호 츠쿠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