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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쿠바 건강마일리지 스타트!
스타트! ★★★★
∼4 개의 목표를 클리어하고,
클리어하고, 건강과 경품을 GET！
GET！∼
｢츠쿠바 건강마일리지｣란？
여러분의 주체적인 건강만들기를 응원하고, 시 전체의
건강기운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보급이 건강진단의 수진율을 높이고, 질병의 조기발견, 생활
습관병 예방, 간호예방 등에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정 건강검진 ・ 기본건강검진 (39 세 이하)을 수진”, “암
검진수진”, “시주최 등의 건강에 관한 사업에 참가”, “개인의
건강목표를 세워 3 개월 이상 실천” 이것을 모두 달성한 분께는
달성기념품 등을 증정합니다.
【사업대상기간】2010 년２월 16 일∼2011 년２월 15 일
목표① 건강검사를 수진: 기본검진(39 세 이하)・특정검진
목표② 암 검사를 1 개 이상 수진: 유방암・자궁암・위암 등
목표③ 시주최 등의 건강에 관한 사업에 1 회이상 참가
목표④ 개인의 건강목표를 세워 3 개월이상 실천
※Dock 검진・직장검진도 목표①・②의 대상
달성내용을 카드에 기재
목표①
검진수진
목표④
실시일
년 월 일
【건강목표】
「기입예」
검진종류
특정검진・기본검진
매일
아침식사
수진한 분께○표시
를 한다.
목표②
암 검진수진
실시일
년 월 일
검진종류
수진한 검진의 종류를 기입.
【건강목표의
달성상황】
목표③
건강에 관한 사업에 참가
「기입예」
실시일
년 월 일
거의 매일 했다.
참가사업
검진이나 참가한 건강에 관한 사업은, 스스로 기입합시다.
응모해서,
응모해서, 목표달성 기념품이나 호화상품을 GET
4 개의 건강목표를 클리어했으면, 건강마일리지 카드로 목표
달성기념품과 교환. (웰네스파크 이용권, 형광 손목밴드,
“츠쿠츠쿠” 핸드타월 등에서 골라서 응모)
게다가, 추첨으로 호화상품이 당첨. (20 대, 30 대인 분은 당첨
찬스가 늘어납니다：젊은 세대부터 생활습관병의 예방을
응원하기 위해)
【응모 가능한 분】츠쿠바시에 주소가 있는 20 세 이상인
분으로, ①∼④의 4 개의 목표를 클리어하신 분. 단 39 세
이하의 남성은, 현행제도상, 암 검진의 수진기회가 적기 때문에
①・③・④의 목표를 클리어하면 가능.
【건강마일리지카드의 배부장소】
・건강증진과・각 보건센터・이키이키프라자
【건강마일리지카드의 회수장소】
・ 지참인 경우：건강마일리지카드 배부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회수상자에 건강마일리지를 개인이 투고
・우송인 경우：건강증진과에 건강마일리지카드를 우송
(2011 년 2 월 15 일까지의 소인유효)
【응모기간】2011 년１월５일∼２월 15 일
(응모는 한명당 기간내 1 회)
※개인이 실천하는 건강목표란?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잘 씹어서 먹는다.
○매일 산책한다. ○금연에 도전.
○운동에 관한 서클이나 클럽활동에 계속 참가 등.

※시가 주최하는 건강에 관한 사업이란
스포츠진흥과, 건강증진과, 시민활동과(일하는 주부의 집),
생애학습과(공민관・후레아이프라자) 등이 주최하는 운동이나
생활습관병 예방 등에 관한 이벤트・강좌・강연・건강요리교실
등. (에어로빅, 걷기모임, 스트레칭 체조, 수영강좌, 각종
시민스포츠대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전단지 등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츠쿠바시청 건강증진과 ☎029-883-1111

★★★ 츠쿠바환경스타일・
츠쿠바환경스타일・트라이얼
트라이얼 ★★★
총무성：녹색 분권개혁추진사업「츠쿠바 에코포인트실증조사」
츠쿠바시에서는, 「츠쿠바환경스타일」을 내걸고, 2030 년까지
시민 1 명당 CO2 배출량 절반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츠쿠바환경스타일・트라이얼｣은 시민여러분이
환경을 배려하거나, 알고자 하는 ｢에코엑션｣에 츠쿠바시가
포인트를 부여하고, CO2 삭감을 위해 한명한명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찾기 위한 사회실험입니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기간: 10/9(토)∼12/28(화) 【75 일간】
포인트 교환기간: 2011.1/5(수) ∼15(토)
１ 시트를 손에 넣는다.
넣는다.
시청 1 층 정보코너, 각 창구센터・공민관 외, 이벤트시의 츠쿠바
환경스타일코너에서｢츠쿠바환경스타일・트라이얼｣시트를 받자!
이 시트에는, 포인트대상의 에코액션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츠쿠바환경스타일코너를 출전
10/9・10 츠쿠바산업페어・농산물페어 (츠쿠바카피오)
10/17
츠쿠바상공제 (시민홀 츠쿠바네)
10/30・31 츠쿠바환경・과학페스티벌 (츠쿠바카피오)
11/6
해바라기축제 (쿠키자키공민관)
２ 에코액션을 한다.
한다.
①에코통근…환경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통근.
②에코드라이브…대기오염방지, 연료절약을 위해 에코드라이브
운전기술을 습득・실천.
③가정생활…폐식용유의 지참이나 환경가계부의 활용.
④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연구소나 시의 프로그램에 참가.
⑤환경보전활동에 참가…NPO 등의 활동에 참가.
⑥츠쿠바환경스타일코너…에코퀴즈를 통해.
⑦츠쿠바환경스카일학습회…츠쿠바환경스타일을 실시하기 위한
학습회에 강사를 파견합니다.
⑧쉐어링의 회원이 되어…회원으로 차를 공유하는 「카쉐어링｣
의 실증실험에 참가.
(포인트를 모은다.
모은다.)
①∼⑧의 내용에 대해서, 지정시트에 기록을 붙여주세요. 또한,
참가한 활동 등에서 참가증을 받아두세요. 기록이나 참가증을
토대로 포인트를 집계합니다.
３ 포인트를
포인트를 교환한다
교환한다.
한다.
쌓인 포인트를 밑의 장소에 가지고 오시면, 에코상품 등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장소】 중앙공원 레스트하우스 내
※최첨단의 클린에너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자께는,
보너스포인트를 드립니다.
「노려라！2030 년까지 CO2 마이너스 50％」
【문의】츠쿠바시청 환경도시추진실 ☎029-883-1111

2010 년 10 월호 츠쿠바

2010년 10월 캘린더
15 금 소아마비 예방접종(야타베 보건 센터)

24 일 휴일진료(진아이 내과 855-4577, 타케죠노 크리닉 851-4635)

16 토

25 월 중앙 도서관 휴관, 소아마비 예방접종(사쿠라 보건센터)

17 일 휴일진료(쇼지산부인과 소아과 836-0405, 나미키 내과 869-6969) 26 화
18 월 중앙 도서관 휴관

27 수

19 화 2007년 9월생 건강검진(사쿠라 보건 센터)

28 목

중앙 도서관 휴관

20 수 2009년 3월생 건강검진(사쿠라 보건 센터)

29 금

21 목

30 토

22 금

31 일 휴일진료(코마츠내과 838-2400, 이치하라 병원 864-0303)

23 토

2010년 11월 캘린더
1

월 중앙 도서관 휴관, 소아마비 예방접종(오호 보건센터)

16 화 2007년 10월생 건강검진(사쿠라 보건센터)

2

화

17 수 2009년 4월생 건강검진(사쿠라 보건센터)

3

수 휴일진료(키쿠치 내과 839-5070, 츠쿠바 병원 855-0777)

18 목 2007년 10월생 건강검진(사쿠라 보건센터)

4

목

19 금

5

금

20 토

6

토

21 일 휴일진료(토고 의원 837-1785, 츠쿠바 기념병원 864-1212)

7

일 휴일진료(진아이 내과 855-4577, 테라사키 크리닉 865-0034)

22 월 중앙 도서관 휴관

8

월 중앙 도서관 휴관, 소아마비 예방접종(오호 보건센터)

23 화 중앙 도서관 휴관

9

화

휴일진료(하야시 크리닉 859-0550, 나카가와 의원 864-7760)

10 수 2009년 4월생 건강검진(사쿠라 보건센터)

24 수 2009년 4월생(야타베 보건센터)

11 목

25 목 2007년 10월생(야타베 보건센터)

12 금

26 금

13 토

27 토

14 일 휴일진료(츠쿠바 하쿠아 크리닉 837-0208, 호죠의원 864-0006)

28 일 휴일진료(히가시 외과내과 856-7070, 미나노 크리닉 850-4159)

15 월 중앙 도서관 휴관

29 월 중앙 도서관 휴관
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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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일/축일: 9:30〜17:00, 공민관도서관(야타베, 츠쿠바, 오노가와, 쿠키자키) 화요일〜일요일 10:00〜18:00)
≪외국어도서
외국어도서 보유량 현내 최고≫
최고≫ 중앙도서관에는 영어, 중국어, 한글을 중심으로 외국어도서 만권을 소재하고 있습니다. 각국어의 실용서(요리,
일본가이드 등), 화제본의 원서판이나 현대일본소설의 각국어판, 유아서나 그림책도 있습니다. 잡지코너에도 17 종류의 외국어잡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서관 행사 정보≫
정보≫중앙도서관 개관 20 주년을 기념하여 공연과 이야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공연이나 이야기를 듣고 스탬프를 모아서 경품을 받으세
요.. 기념공연은 [장밋및 인생 : 마녀 할머니의 독서의 권유] , 10월 30일 13:30 15:00, 장소는 아르스 홀(중앙도서관 2층)이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이야기
페스티벌]은 10 월 31 일(일) 9: 30 17:00 이며, 장소는 아르스 홀, 집회실 등에서 실시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중앙도서관 029-85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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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내셔날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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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과 일본인이 연령/국적을 불문하고 가볍게 교류하
기위한 이벤트입니다. 영어나 일본어로 회화를 즐기세요.
【일시】 2010 년 9 월 12 일 14:00~16:00
【장소】쇼핑센터 라라 가든 1 층의 LaLa Club
【문의처】츠쿠바 대학 인터내셔날 사무국
URL
http://www.sakura.cc.tsukuba.ac.jp/~i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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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실시★★
실시★★★★
★★★★
◆올해의 신형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10 월 1 일부터 실시됩니다.
【접종횟수】: 12 세 이하의 어린이는 2 회 접종
13 세 이상의 분은 원칙 1 회 접종, 의사의 판단에 의해 2 회
접종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백신종류】① 3 가 백신(계절성, 신형), ②1 가 백신(신형), ③수입 백신
【대상】: 모든 분
【접종 기간】: 2010 년 10 월 1 일(금) 〜2011 년 3 월 31 일(목)
【접종 비용】: 자기 부담. 의료기관에 따라 달라지니 예약시 확인하세요.
발열 등에 의해 접종을 보류한 경우에도 진료비용은
발생합니다. 몸의 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세요.
생활보호세대 및 시/현민세 비과세세대의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접종 장소】: 해당 지역 의료기관 문의 바람.
【준비물】: 건강보험증, 유유아에 대해서는 모자건강수첩, 자기부담금,
필요서류(생활보호 세대 및 시/현민세 과세세대인 분)
◆고령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대해
【대상】: 츠쿠바시에 주민등록 혹은 외국인 등록이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①접종일에 65 세 이상인 분, ②60-64 세인 분으로
심장/신장 혹은 호흡기의 기능에 자기 주변의 일상생활이 극도로
제한되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 및 HIV 에 의해 면역 기능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 ②의 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에 의함.
【접종 장소】: 해당 지역 의료기관 문의 바람.
【접종 요금】: 시내의 의료기관에서 3 가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종요금
중 2 천엔을 시가 조성합니다. 차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1 가 백신(신형 인플루엔자 만)을 접종한 경우에는 조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외의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요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보호세대 및 시/현민세 비과세세대인 분은 무료입니다.
【준비물】:개인통지서 혹은 건강보험증, 자기부담금,필요서류
(생활보호세대 및 시/현민세 비과세 세대인 분)
◆접종 비용의 조성에 대해
【대상】: 생활보호세대 및 시/현민세 비과세 세대인 분
【필요서류】▽생활보호세대인 분 = 생활보호세대 수급증의 복사본.
(2 회 접종자는 2 장)
▽ 시/현민세 비과세 세대인 분 = 시/현민세 비과세 증명서
(시민과 혹은 창구센터에서 접종자 본인의 증명서를 교부,
수수료 200 엔)
※고령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인 분은 하기의 의료기관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시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이외의 분은, 해당 의료기관(시내)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시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시외의 경우에는, 접종시에 요금을
지불하고, 접종 후에 수속하여 주십시요. 수속은 11 월 이후가 되므로
시의 홈페이지 혹은 츠쿠바 생활안내지11 월호를 참고하십시요.
◆감염 방지의 포인트
① 평상시의 건강관리
② 입 헹구기,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마스크 착용의 철저
③ 올해 가을, 겨울을 대비한 부직포 마스크의 구비
④ 예방 접종
【문의처】츠쿠바시청 건강증진과 ☎029-883-1111
사쿠라 보건센터 ☎029-857-3931

12:00〜14:30 히라사와 관청 유적 가이드
16:00〜18:00 히라사와 관청 유적 라이트 업
【문의】츠쿠바시청 관광물산과 029-883-1111
◆츠쿠바 산록 가을 축제
츠쿠바 산록의 각 지구에서 약 40 을 넘는 지구 독자의 이벤트가
열립니다. 무료인 츠쿠바 산록 관광 주유 버스 (1 주 약 90 분)가 운행됩니
다. 버스를 타고 작은 여행을 즐겨보십시오.
【 일정·장소】10 월 30 일(토) 〜11 월 7 일(일) 츠쿠바산과 산록 일대
【이벤트 】•츠쿠바 : 츠쿠바산 산케이도 마츠리
•타 이 : 일본의 길 백선, 타이 지구 마츠리
•호 죠 : 호죠 마치나카 예술제
•히라사와 : 가을의 관청 마츠리
•오 다 : 호코 산록 자연과 역사에 배운다.
•전 지구 : 츠쿠바산록 고치소우 교류회
자세한 내용은 팜플렛 등을 참조해 주십시요.
【문의처】츠쿠바시 상공회 029-867-0343 10:00 16:00
◆밤의 츠쿠바산 : 스타 더스트 크루징
츠쿠바산 로프 웨이(스타 더스트 크루징)에서는 츠쿠바산정(해발
877m)으로부터의 훌륭한 야경과 밤하늘의 큰 파노라마를 관상할 수
있으며, 눈아래로 츠쿠바시, 츠치우라 시를 비롯하여, 멀리에는 도쿄,
사이타마, 치바의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간】10〜11 월 매주 토/일/축일, 12〜1 월 매주 금/토/일/축일.
연시 제외,악천후시 중지.
【운행 시간】17:00〜21:00(20 분간격 운행)
【요금】대인 왕복 1,000 엔 (초등학생 이하 무료)
【특별 이벤트】
•10 월 23 일(토) 가을의 감사제 [계절의 미각 프레젠트]
(추첨 60 명), 떡찧기 대회(18 시〜)
•11 월 6 일(토) 두꺼비 기름 팔기 쇼 무료 체험교실(18 시〜),
켄친지루 서비스(50 명)
•11 월 20 일(토) 츠쿠바산 절규 대회(18 시〜)
•11 월 22 일 (월) 좋은 부부의 날 (한정 20 쌍) 기념촬영,
개운 장수 젓가락 프레젠트.
【문의】 츠쿠바 관광 컨벤션 협회 ☎ 029-869-8333
로프웨이 츠츠지카오카 역 ☎ 029-866-0945

★★★★
★★★★ 2010 년 츠쿠바 시민문화제 ★★★★
시민 여러분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문화예술활동
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작품전시, 예능발표, 그 밖의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일시】11 월 6 일(토), 7 일(일) 9:00〜16:00
※회장과 주요 시설
주요 시설

회장
센터 지구
야타베

츠쿠바 카피오, 노바홀, 츠쿠바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센터,
사쿠라 민가엔, 아즈마 공민관
야타베 총합 체육관, 시민홀 야타베

사쿠라

사쿠라 총합 체육관, 사쿠라 공민관

오호
토요사토
츠쿠바
쿠키자키

오호 공민관, 오호 체육관, 요시누마 공민관
토요사토 공민관,시민 홀 토요사토,
체육센터
츠쿠바 공민관, 시민 홀 츠쿠바네

토요사토

근로자

쿠키자키 공민관, 시민홀 쿠키자키

★★★★★ 츠쿠바 시내 이벤트 정보 ★★★★★
◆츠쿠바 이야기 2010
천년의 시간을 지나 복원된 [히라사와 관청 유적]에서, 유적의
환상적인 분위기에 맞는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한 이벤트 입니다.
♦일정·장소 10 월 30 일(토) 히라사와 관청 유적 역사 광장 (츠쿠바시
히라사와 353)
♦스테이지 13:30〜 오프닝 이벤트
14:00〜 바이올리니스트 [마키야마 준코] 콘서트
14:45〜 현대 일본무용 [미키사카류] 나가우타 호타루
15:30〜 플룻 연주자 [야마가타 유미] 콘서트
♦이벤트 12:00〜17:00 농산물/물산품 판매

츠쿠바시 국적별 인구현황 (명
(명)
중국

2,896

7

2010 년8 월 31 일 현재
미국
187

2

한국, 북한

1,203

8

페루

151

3

필리핀

355

9

스리랑카

134

4

브라질

331

10 방글라데시

131

5

태국

304

11 인도네시아

107

6

인도

270

12 러시아

105

1

기타

1,639

총 외국인수 7,813
7,813 명 (133 개국)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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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市税
(市税)
★★★★★
市税) 10 월 납부기한 ★★★★
★★★
납부기한 11 월 1 일(월)
※금융기관・우체국・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니 이용바랍니다.
○시・현민세(제 3 기)
【문의】 츠쿠바시청 시민세과・납세과 ☎029-883-1111
○국민건강보험세(제 4 기)
【문의】 츠쿠바시청 국보연금과국보세담당 ☎029-883-1111

★★★★★ 초등학교 취학시 건강진단★★
건강진단★★★★★
★★★★★
∼내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두신 보호자께∼
2011 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취학시진단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진단통지서(9 월말 쯤에 우송한 엽서)를 가지고,
해당하는 초등학교에서 진단하여 주십시오.
※2010 년 9 월 2 일 이후에 츠쿠바시에 전입하신 분은, 건강교육과
에 연락해 주십시오.
【대상】 2004 년 4 월 2 일∼2005 년 4 월 1 일 출생
【문의】 츠쿠바시청 건강교육과 ☎029-883-1111
건강진단일정
지구명
학교명(초등학교)
실시일
접수시간
오조네
11/15
12:30∼13:10
마에노
11/ 5
12:50∼13:15
오호
카나메
11/10
13:00∼13:20
요시누마
11/11
14:00∼14:20
야타베
10/28
12:30∼13:00
야타베미나미
10/15
13:30∼13:50
마세
11/12
13:20∼13:35
시마나
11/16
13:20∼13:30
카츠라기
10/26
13:00∼13:20
야타베
야기하시
11/ 4
13:30∼13:50
오노카와
10/27
12:40∼13:00
테시로기미나미
11/11
12:50∼13:20
니노미야
10/13
13:00∼13:15
마츠시로
10/27
13:20∼13:40
히가시
11/10
13:00∼13:30
누마자키
10/26
13:10∼13:30
토요사토
이마카시마
10/29
13:30∼13:45
카미고
10/27
13:00∼13:15
사카에
11/18
13:00∼13:20
코코노에
11/17
14:50∼15:00
오난
11/12
13:00∼13:15
쿠리하라
10/14
13:45∼14:00
사쿠라
타케조노히가시
11/11
12:30∼13:00
나미키
11/ 2
13:20∼13:50
아즈마
11/12
12:50∼13:20
타케조노니시
11/ 4
13:25∼13:45
타미야마
11/17
14:00∼14:10
츠쿠바
11/18
13:40∼13:50
타이
10/26
14:00∼14:15
호죠
11/ 5
13:15∼13:30
츠쿠바
오다
11/11
14:20∼14:30
야마구치
11/18
13:50∼14:00
사쿠오카
10/28
14:40∼14:55
스카마
11/17
15:00∼15:15
쿠키자키다이이치
10/26
13:15∼13:45
쿠키자키
쿠키자키다이니
10/27
14:15∼14:30
쿠카자키다이산
10/27
13:30∼13:50

★★★★ 2011 년도 시립유치원 원아모집 ★★★★
【대상】츠쿠바시에 주소가 있고, 다음 기간에 태어난 유아
 4 살＝2006 년 4 월 2 일∼2007 년 4 월 1 일
 5 살＝2005 년 4 월 2 일∼2006 년 4 월 1 일
【수업료】월 6,000 엔 ※그 외 급식비 등
【접수일시】10 월 25 일(월) ∼29 일(금) 9:00∼16:30

【신청방법】간단한 면접이 있으므로, 유아동반・도장을 가져오시고,
해당하는 유치원에서 수속해 주십시오. 또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유원허가신청서 등의 서류는, 각 유치원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통원구역 외의 유치원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해당
유치원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도부터
야타베유치원의
소재지는,
야타베미나미
초등학교내〔사카이다 191-１〕로 됩니다.
유치원명
(유치원)

전화번호

오호

029(864)0175

오조네・마에노・카나메

카미고

029(847)2925

누마자키・이마가시마・카미고・
요시누마

야타베

029(836)1728

야타베・야타베미나미・야기하시

시마나

029(847)7719

시마나・마세

통원구역(초등학교구)

테시로기미나미

029(852)0671

테시로기미나미

니노미야

029(855)7748

니노미야・오노가와

히가시

029(851)4721

히가시

마츠시로

029(851)4771

마츠시로・카츠라기

사쿠라

029(857)2240

사카에・고고노에・쿠리하라

타케조노히가시

029(851)3462

타케조노히가시

타케조노니시

029(852)1566

타케조노니시

나미키

029(851)5338

나미키

아즈마

029(851)7663

아즈마

오난

029(851)7664

오난

츠쿠바

029(867)1552

츠쿠바지구(전부)

타카사키

029(873)0337

쿠키자키다이이치

이와사키

029(876)2460

쿠키자키다이니・다이산

【문의】각 유치원 또는 츠쿠바시청 학무과 ☎029-883-1111

★★★★★★★

그 외의 정보

★★★★★★★
★★★★★★★

◆국세조사 조사표의 기입은 하셨습니까 ∼제출은 서둘러서∼
기입하신 조사표는, 봉투에 넣어 조사원에게 넘기거나, 정해진
봉투로 시청에 우송하여 주십시오.
국세조사를 위장한 수상한 방문자나 전화 ・ 메일 등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조사에서는 전자메일로 묻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사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연락 주십시오.
【문의】기획경영과통계담당
◆유아 2 인 동승용 자전거를 구입하신 분께 비용일부를 보조
【대상】시내에 거주하시고, 6 살 미만의 유아를 2 명 이상 양육하고
있으며, 본인 및 동일세대 분이 시세 및 보육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으신 분
【보조액】구입금액의 절반. 단, 상한 4 만엔
【신청・문의처】육아지원실
◆8 월 1 일부터 부자(
)가정인 분도 아동부양수당이 해당됩니다
【수급요건】18 살이 된 후, 최초의 3 월 31 일까지의 아동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 살 미만) 을 보호하고 있는 분
(수급자격자) 께 수급됩니다. 단, 노령복지연금 이외의 공적연금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 을 받고 있는 분은 제외합니다.
【소득제한】수급자격자 (부모 중 한 분만 있는 가정) 및 부양의무자
의 부양친족수에 의해,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는 수당액이
제한됩니다.
【수당액 】
▽전액수급＝아동이 1 명이면 월 41,720 엔, 2 명이면 월 46,720 엔,
3 명 이상일 때는 1 명 늘어날 때마다 3,000 엔씩 가산
▽일부지급＝수급자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
【신청기한】11 월 30 일(화)
※이 수당은, 신청하지 않으시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어린이과 ☎029-883-1111

2010 년 10 월호 츠쿠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