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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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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쿠바 환경 스타일
무리 없이, 낭비 없이, 손쉽게 절전하세요!

츠쿠바시는 다양한 지식과 폭넓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집적되어있어,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를 해결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타 지역의 모델이 되어 저탄소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2008년도 츠쿠바시 환경 도시 추진 위원
회는 ‚츠쿠바 환경 스타일‛을 제창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그에 맞는 행동 계획을 책정하였으며, ‚2030년까지 시민 1인당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삭감한다(2006년 대비).‛는 목표로 개별 지침 정책을 설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이번 여름의 절전 정책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린 커튼 캠페인

절전 체크시트

가정 내 전력 절감 포인트

츠쿠바시에서는, 가정 및 사무실에서 고야를
이용한 그린커튼을 이용한 전력 절감에 참여
하실 수 있도록 ‚그린 커튼 캠페인‛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그린 커튼이란, 태양광의 차단 및 단열 뿐만
아니라 잎의 증산작용으로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 절전 방법입니다. 고
야를 이용한 그린 커튼으로 절전, 관상, 수확
의 일석 삼조 효과를 누려보세요.
이후, 츠쿠바시의 홈페이지 상에 가정 및 사
무실의 고야 성장과정을 소개하고, 고야를 이
용한 친환경 요리교실 ‚에코 쿠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절전을 생활화 하실 수 있
도록 절전 체크시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젠 자택에서도 절전에 참여해보세요.
또한, 절전 체크시트에 있는 엽서를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친환경 상품을 증정해드
릴 예정입니다.
절전 체크시트 배부 장소
: 시청, 각 창구센터,
각 지역 교류센터 (구 공민관)
※절전은 낮 시간 절전이 중요합니다.
7월에서 9월에는 평일 낮 시간의 전력 수
요가 급증해, 14시경에는 하루 중 전력 사용
량이 최대화 됩니다. 일일 절전을 염두에 두
시고, 특히 낮 시간을 포함한 9시~20시의 절
전에 힘써주세요.

가정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비 전력의 70%
정도가 에어컨, 냉장고, TV, 조명기구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여름(7월~9월)의 전력 수요
가 피크가 되는 것은 더위가 가장 심한 14
시 경 낮 시간대입니다.
피크 시간대 재택 세대에서는 평균 약
1,200W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으며, 그 중 에
어컨이 소비하는 전력은 약 600W입니다. 그
외에 외출 중인 세대라 할지라도 냉장고, 변
기 비데, 대기 전력 등 여러 이유로 평균 약
340W의 전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번 절전의 첫 걸음으로 다시 한 번 체크
해 가정 내의 전력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요?

7월 24일, 지상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 이행됩니다!

공지 사항
시민세 납부 기한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제2기) 납부 기한 : 8월 1일(월)
문의 자산세과 혹은 납세과 TEL 029-883-1111
:국민 건강 보험세 (제1기) 납부 기한 : 8월 1일(월)
문의 국보연금과 국보세계 TEL 029-883-1111

오는 7 월 24 일, 아날로그 방송이 완전 종료됩니다. 지상 디지털
방송을 위한 장비가 없는 분들께선 TV 를 시청하실 수 없게 됩니다.

지상 디지털 임시 상담 코너 개설 안내
지상 디지털화에 관한 임시 상담 코너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상
디지털 방송의 기초적인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자택 및 거주
지역에서 지상 디지털 방송을 송신 받기 위한 구체적 질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기 판매 및 계약 등의 권유는 절대 없습니다.
디지털 서포트 전문 스태프가 직접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없어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 당일 직접 회장에 방문해
주세요.

주차장 이용자 대상 자전거 무료 대여 서비스
: 츠쿠바 도시 교통 센터가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드리는 ‚프리클 츠쿠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여 장소
츠쿠바 센터 남쪽 1 입체주차장 2 층
대여 시간
10:00 ~ 17:00
문의
주차장 관리센터 TEL 029-855-5383
교통정책과
TEL 029-883-1111

상담 코너 안내 (2011 년 8 월 26 일까지)
회장 : 츠쿠바 시청 (1 층 특별 회장)
개설일 : 목, 금, 토요일 (7 월에는 일요일도 개설)
접수 시간 : 오전 10 시 ~ 오후 4 시

효과 있는 무더위 피로 대처 법 랭킹

문의
임시 상담 코너에 관한 문의
: 디지털 서포트 이바라키 상담회 그룹 TEL 029-303-2601
기타 지상 디지털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
: 디지털 서포트 이바라키 TEL 029-307-0101
문의 접수 시간
정보 정책과 TEL 029-883-1111 평일 오전 9 시 ~ 오후 6 시

1

1 위 수분을 부지런히 흡수한다
2 위 3 끼를 챙겨 먹는다
3 위 밤의 수면을 충분히 취한다
4 위 낮잠을 잔다
5 위 얼음베개나 보냉제 등으로 목 주변을 식힌다
6 위 몸을 움직여 땀 흘리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7 위 멀리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느긋이 지낸다
8 위 냉방 온도를 높게 설정한다
9 위 미지근한 물에 천천히 잠근다
10 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11 위 마늘을 자주 섭취한다
12 위 수면 중에는 냉방을 끈다

문 화

생 활

마츠리 츠쿠바 2011 개최 알림
올해 마츠리 츠쿠바는 3 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부흥지원을 목적으로 개최합니다. 이벤트를 통하여 부흥지원을
널리 알리며 츠쿠바의 활기를 전해드립시다.
일시: 2011 년 8 월 27 일 12:00~20:00 및 28 일 12:00~20:00
장소: 츠쿠바센터 주변
이벤트내용
○ 마츠리퍼레이드 (츠치우라가쿠엔선:히가시오오도오리~니시오오도오리)
※ 통행금지시간 : 27 일(토) 15:00~20:00 (19:30~청소), 28 일(일) 13:00~20:00 (19:30~청소)
○ 바자광장 (츠쿠바센터 광장)
○ 스테이지 이벤트(센터광장)
○ 후레아이 광장
○ 아트타운 츠쿠바 2011 길거리 예술 페스티벌 (아르스~에키스포센터 사이의 페데스토리안덱키)
○ 크레오스퀘어 와쿠와쿠 광장 (큐토 세이부앞)
※ 상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마츠리츠쿠바 실행위원회 사무국 (관광 물산과內) TEL 029-883-1111

마츠리 츠쿠바 2011 참가자 대 모집
네부타 퍼레이드
모두 함께 네부타 퍼레이드에 참가해보세요. 누구든지 편하게 참가
할 수 있습니다. 참가희망자께는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네부타’란?
지방에서 행해지는 칠석날 행사의 하나로 현재는 8월 1일부터 7일에
걸쳐 행해지는데, 대나무 뼈대에 종이를 발라 커다란 인형이나 동물
모양을 만들어 안에 불을 켜서 수레에 싣고 밤에 거리를 누비고 다
니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8/22(월)까지 FAX또는 메일로
신청 및 문의: 네부타 사무국 고키타
TEL 090-8891-4578
FAX 029-856-6880
E-mail: info@tsukubanebuta.com
홈페이지: www.tsukubanebuta.com

「츠쿠바 과학 만국박람회 ‘85」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며 부활한
만국박람회 수레를 끌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대상: 초등학생 (당일은 보호자 동반)
신청방법: 7/29(금)까지 FAX 또는 메일신청
신청 및 문의: 관광물산과 TEL 029-883-1111
(마츠리 츠쿠바 실행위원회)
츠쿠바 퍼포먼스 스테이지 참가자
※8/28(일) 하루만
츠치우라 가쿠엔선(히가시오오도오리~니시오오도오리)를
보행자천국으로 하며 도로 위에서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신청방법: 7/22(금)까지 FAX 또는 메일 신청
신청 및 문의: 관광물산과 TEL 029-883-1111
(마츠리 츠쿠바 실행위원회)

전통예능과 무도(일본의 태권도)체험!
소림사권법, 나기나타, 와다이코(일본 북)의 연무를 보며 체험도 가능합니다. 일본의 전통예능과 무도를 체험해보세요!
일시: 2011년 8월 6일(토)
접수 12시 45분(츠쿠바카피오 로비) 개시 13시~
장소: 츠쿠바카피오
내용: 소림사권법, 나기나타, 와다이코(견학과 체험)
대상: 츠쿠바시 재주·재학·근무자
정원: 100명
소지품: 실내용 운동화, 음료수(운동 가능한 복장)
신청방법: e메일, 엽서, 팩스 중 택일
제목, 주소, 이름, 성별, 연령,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보내주세요.
(별도의 연락이 없는 경우는 당일개최 시간에 집합)
※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주차장은 카피오 주변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주십시오. (각자부담)
〒305-8555 츠쿠바시 카리마 2530-2 츠쿠바 시청내
TEL 029-854-8511
FAX 029-854-8531
E-mail
tsukubashitaikyo1@bz01.plala.or.jp
※ 나기나타란 검도와 서양의 펜싱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무도입니다. 어떠한 무도인지 실제로 보고 체험해 보세요.
신청 및 문의처: 츠쿠바시 체육협회

로봇의 마을 츠쿠바
~츠쿠바 모빌러티 로봇 실험특구~
츠쿠바시 및 로봇 특구 실증실험 추진협의회는 모빌러티로봇 실험
특구로 인정을 받아 6월2일(목)에 츠쿠바센터 역 주변의 보도에서 공
공도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실험에는Segway Japan, 산업기술 종합연
구소, 히타치제작소 3사가 합동하여 공공도로 주행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주 1~2회에 걸쳐 공공도로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
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 드리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로봇 실용
화를 위해 실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로봇 산업의 창출
시에는 츠쿠바대학과 산업기술 종합연구소 등의 많은 로봇 연구자
가 모여있으며 최근 로봇 산업 벤처 기업을 수없이 만들어 내고 있
습니다. 츠쿠바대학에서 만들어진 벤처 기업인CYBERDYNE 주식회사
는 로봇수트 HAL의 개발•제조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
다. 또한안전검증을 실시하는 「생활지원 로봇 안전검증센터」가 로봇
의 산업화를 위하여 경제산업청 주도하에 츠쿠바시에 개설되었습니
다. 앞으로 로봇 특구와 생활지원 로봇안전검증센터의 특성을 살려
로봇산업의 창출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산업진흥과 TEL 029-883-1111
로봇의 마을 츠쿠바: www. rt-tsukuba.jp
로봇 특구 실증실험 추진협의회: www.rt-tsukuba.jp/council

츠쿠바 사이언스투어 버스 여름방학 특별 운행
최첨단 시설을 갖춘 츠쿠바의 연구기관을 돌아볼 수 있는
1일 버스 자유이용권
운행일 : 7/21 (목) ~ 8/31(수) 매일 운행 - 이외 기간에는 (토), (일), (축)
휴일 : 매주 월요일
발착 장소 : 츠쿠바센터 버스터미널 8번 플랫폼
운임 : 어른 500엔, 초등학생 250엔, 보호자 동반 미취학아동 무료
※츠쿠바 식물원, 츠쿠바 엑스포센터는 별도 입장료 부과
‚스태프 가이드 동행 코스‛
일시 : 매주 토요일 9:40
코스 : 국토지리원 – 츠쿠바 식물원 – 산업기술종합 연구소
- JAXA 츠쿠바 우주 센터
정원 : 회당 40명
신청 방법 : 운행 전날까지 전화 신청
신청 및 문의 : 츠쿠바 사이언스투어 오피스
TEL 029-863-6868

무료순환버스
국립환경연구소와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일반인 개방일을 맞아
참여율을 높이고자 무료 순환 버스를 운행합니다.
일시 : 7/23 (토) 09:00 ~ 16:20 10분 간격 운행
코스 : 츠쿠바 센터–국립환경연구소–산업기술종합연구소–츠쿠바 센터

츠쿠바 어린이 박사 2011

편안한 분위기의 담소회

2011.7.23(토) ~ 8.31(수)

특제 패스포트를 들고 스탬프 랠리를 즐기며 연구기관의
전시 및 이벤트를 체험해보세요!
스탬프를 잔뜩 모아 ‚츠쿠바 어린이 박사‛에 도전해보세요!

최우수 츠쿠바 어린이 박사

: 18 곳 이상의 견학 스탬프와
400 자 정도의 감상문
우수 츠쿠바 어린이 박사 : 12 곳 이상의 견학 스탬프
츠쿠바 어린이 박사 : 6 곳 이상의 견학 스탬프
패스포트, 전단지 배부 장소
① 츠쿠바 시청 신청사 종합안내소
② 오오호 보건센터
③ 토요사토 창구 센터
④ 야타베 보건센터 2 층
⑤ 사쿠라 창구센터
⑥ 츠쿠바 창구센터
⑦ 쿠키자키 창구센터
⑧ 유카리노모리 곤충관
⑨ 츠쿠바시 종합안내소 (TX 츠쿠바역 자유통로내)
⑩ 츠쿠바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센터 (츠쿠바 센터 빌딩 2 층)
⑪ 시민 활동 센터 (츠쿠바 센터 빌딩 1 층)
⑫ 츠쿠바 국제회의장
⑬ 츠쿠바시 동경사무소(아키하바라 아이 빌딩 8 층)
대상: 전국의 초중등학생 ※미취학 아동은 수상자 제외이나 참여 가능
참가비: 무료 ※일부 유료 보호자 유료
주의사항: 일자를 바꿔 같은 기관을 2회 이상 견학해도 결과 인정
견학기간 종료후 패스포트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결과를
심사하여 12월경에 인정증과 함께 반환합니다
패스포트의 내용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 : 교육위원회 교육지도과 츠쿠바 어린이 박사 사무국
TEL 029-883-1111

츠쿠바시 외국인 등록 현황
2011년 4월 30일 현재
국적

인원수

백분율

중국

2,902

38.3%

1,163

15.4%

한국,
북한
필리핀

336

4.4%

브라질

306

4.0%

태국

297

3.9%

기타

2,876

34.0%

합계

7,574

100.0%

츠쿠바대학교 카스가플라자
국제 교류 코너
일상적인 생활정보 제공 및 상담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요일: 월~금, 축일 및 대학휴일외
시간: 9:30 ~ 17:00
소재지: 츠쿠바시 카스가 1-8-3
(구 츠쿠바시 카스가청사)
문의 방법:
TEL 029-853-5600
E-MAIL
kasugakokusai@un.tsukuba.ac.jp

일시: 8/18(목) 10:00~12:00
장소: 시청 2층 방재회의실3
테마: 라쿠펌의 즐거운 만담-자녀와 함께도 OK인 어른들의 이야기
내용: 라쿠펌의 테마 중 하나는 ‚어머니가 즐거운 사회로의 변화‛.
생활 속에서 조금씩 의식적으로 ‚웃음‛을 짓는 것으로, 긴장을
풀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 다운’ 육아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참가무료, 당일참가도 환영합니다.
신청 및 문의처: 츠쿠바시 남녀공동 참획실 TEL 029-883-1111

자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일시: 8/6(토) 9:30~13:00
장소: 토요사토 교류센터
대상: 츠쿠바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보호자
정원: 20조 선착순
참가비: 무료
소지품: 쌀 한 사람 당 반합, 앞치마, 삼각건 또는 스카프, 행주,
타월, 실내화(초등학생)
신청방법: 7월29일(금)까지 전화로 접수
신청 및 문의: 사쿠라 보건센터 TEL 029-857-3931

2011 타카사키 자연의 숲 블루베리 씨티
츠쿠바시 특산 블루베리 PR기획으로서 블루베리 이벤트를 실시합
니다. 대호평의 블루베리 아이스를 비롯하여 찹쌀떡, 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농원에서는 블루베리 따기도 체험할 수 있
습니다.
일시: 8/13까지 매주 토요일 개최 9:00~13:00 ※ 우천시 중지
○ 수확체험
①10:00~10:30
②11:00~11:30
장소: 타카사키 자연의 숲 호노보노 광장
정원: 각 회 선착순 30명
신청방법: 당일 직접 신청해 주세요.
문의: 농업과 TEL 029-883-1269

초등학생을 위한 타카사키 자연의 숲 사토야마 체험
숲에는 많은 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시간에 지도
자와 함께 여름의 생물을 찾아봅시다.
일시: 7/27(수) 7:50(집합)~12:00
장소: 타카사키 자연의 숲
내용: 여름의 생물지도 만들기
대상: 초등학생
정원: 30명 ※선착순
소지품: 음료수, 색연필(12색정도), 모자(검은 색 제외), 잠자리채,
잠자리통(준비 가능한 경우)
※소지품은 양손을 쓸 수 있도록 배낭에 넣어주세요.
신청방법: 7/1(금)부터 신청용지(시 홈페이지 게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농업과로 FAX또는 전화
신청 및 문의: 농업과 TEL 029-883-1269

도서관 정보
중앙도서관
TEL 029-856-4311
개관
수, 토, 일
9:30~17:00
화, 목, 금
9:30~19:00
※중앙도서관 외에 야타베 교류센터, 츠쿠바 교류센터,
오노가와 교류센터, 쿠키자키 교류센터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개관 화~일 10:00~18:00
※2011년 4월 1일부터 공민관은 교류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
습니다.
<중앙도서관 휴관일>
[7월] 18, 19, 25

하계 휴가기간 중 도서관 열람석 이용 안내
7/21(목) ~ 8/31(수)의 하계 휴가기간의 도서관 혼잡이 예상되므로 이
를 완화하기 위해, 창문 방향 열람석의 이용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
어 실시합니다.
오전
오후

이용
접수
이용
접수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접수

:
:
:
: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 오후 5시
오전 12시 30분부터
도서관 중앙 카운터

[8월] 1, 8, 15, 22, 29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책이나 CD등의 자료를 빌릴 때에는 ‘이용카드’가
필요합니다.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은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외국인
등록증, 면허증, 보험증 등)을 지참하셔서 중앙도서관이나 교류
센터 도서실(야타베·츠쿠바·오노가와·쿠키자키)에서 신청하십시
오. 츠쿠바시에 소재지가 없는 분이라도 츠쿠바 시내에서 근무 또는
재학 중이라면 ‘이용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규로 이용 카드를
만드시는 분께서는 직원증 또는 학생증을 제시해 주세요.

이용 세부 사항
이용 좌석을 예약하거나 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오전-오후 연속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번호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시간 도중부터 이용하는 경우에도 번호표가 필요합니다.
이용 시간 이후에 방치된 물건은 직원이 회수합니다.

학습실 (도서관 이층 집회실 : 1층 열람석이 만석인 경우 개방)
이용 시간 :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선착순)
휴관일 및 회의 등의 예정이 있는 날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건 강 정 보
예방접종
* 홍역, 풍진 예방접종
1
2

3

대상
2세 이상
~ 3세 미만
2005. 4. 2
~ 2006. 4. 1
출생
1993. 4. 2
~ 1994. 4. 1 출생

1998. 4. 2
~ 1999. 4. 1
출생

4

장소

협력의료
기관에서
개별접종

유아 대상 건강진단
* 일본 뇌염 예방접종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을 두신 부모님
들 중, 일본 뇌염 예방 접종을 1기 초 회 2회,
1기 추가 1회로 아동 대상 접종 하시길 원하
시는 분들은 사쿠라 보건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9-857-3931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사쿠라 보건센터와
야타베 보건센터에서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전월 말에 개별 통보됩니
다.
2세 6개월 건강검진
2009.12
7/27
사쿠라
출생

* 소아마비 예방접종
생후 3개월~8세 6개월 미만 유아
지참 : 모자 건강 수첩, 소아마비 접종 예진표

국공립 중학생
:학교에서
단체 접종
사립 중학생
:협력의료
기관에서
개별접종

※ 2~4 대상자는 2012. 3. 31 이후 유료화.
문의 사쿠라 보건센터 TEL 029-857-3931

8/3, 10

사쿠라

8/24

야타베

∙ 일시 및 장소

2010.1
출생

4세 건강 검진

야타베 보건센터

9/5, 22

사쿠라 보건센터

7/21, 9/9, 26

오오호 보건센터

9/8

∙ 접수 13:00~14:20
∙ 접종 개시 13:30~
※ 홍역, 풍진 접종을 받지 않은 2세 이상 3
세 미만의 유아, 첫 돌을 앞두고 있는 영아는
홍역, 풍진 예방 접종을 먼저 받아주십시오.

7/20

야타베

8/4, 23

사쿠라

8/31

야타베

일시, 장소 및 대상
접수 시간 12:45 ~ 13:30

2008. 6
출생
2008. 6
출생

진단 개시 12:45

이가 튼튼 치과 상담
근래 들어 구강 내 출혈이 잦으신 분, 올바른 이 닦기 법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 등 치아 건강 관리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치과
위생사와의 상담 접수를 받습니다.

일시
7월 5일 (화)
7월 20일 (수)
7월 26일 (화)

장소
토요사토
오오호
츠쿠바

신청
사쿠라 보건센터
오오호 보건센터
오오호 보건센터

내용 : 치과 위생사와의 구강내 고민 상담
대상 : 20세 이상의 모든 분
참가비 : 무료
신청 방법 : 상담일 이틀 전까지 희망 보건센터에 전화 접수

일시
8월 8일 (월)
8월 25일 (목)
9월 7일 (수)
문의

사쿠라 보건센터
야타베 보건센터
오오호 보건센터

당번 의료 기관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는 츠쿠바시 소방본부 소방지령과(TEL 029-851-0119)에 문의 바랍니다.
진료시간 09:00~17:00

7/17 (일)
7/18
(바다의 날)
7/24 (일)

7/31 (일)

8/7 (일)

8/14 (일)

8/21 (일)

8/28 (일)

신청
야타베 보건센터
사쿠라 보건센터
야타베 보건센터

TEL 029-857-3931
TEL 029-838-1100
TEL 029-864-7841

불임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7월 및 8월 츠쿠바시내 휴일 긴급 진료 의원

일자

장소
쿠키자키
사쿠라
야타베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029)

타카사키 클리닉

타카사키 772-12

873-3733

츠쿠바 기념 병원

카나메 1187-299

864-1212

츠쿠바 소우아이 병원

타카사키 1008

873-2511

오오야기 의원

우에노무로 887

857-1522

지유가오카 의원

지유가오카 165-19

876-0888

이이오카 의원

사쿠라 3-20-2

857-7526

유-카리 의원

오오이 1622

874-1531

카시무라 내과 소화기과
클리닉

시모히로오카 744-1

863-0606

미야카와 내과 위장과 의원

니노미야 2-2-26

855-8777

카노우 의원

하나무로 860

857-2981

오오노 의원

시마나 634

848-0888

쿠라타 내과 클리닉

쿠리하라 3443

857-8181

스기타니 메디컬 클리닉

연구학원 D42가구 10

879-9310

시부야 클리닉

콘다 2029-1

863-5252

오카노 성형외과 내과
클리닉

니시오오하시 192

856-2300

미나미오오도오리 클리닉

타케조노 2-16-24

851-3697

츠쿠바시에서는, 불임치료를 받으신 분
들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습
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강 증진과로 문
의해주세요.
문의 : 건강증진과 TEL 029-883-1111

이바라키 구급의료정보 시스템
이바라키현의 홈페이지에는, 외국어로
대응이 가능한 현 내의 의료기관을 검색
할 수 있는 영문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
습니다.
진료 과목, 언어의 종류, 지역 등 각종
조건으로 검색 가능할 수 있습니다.
http://www.qq.pref.ibaraki.jp 에서
‚Search for a doctor who speaks my language‛
를 클릭해주세요

츠쿠바 보건소 외국인 에이즈,
건강 상담
츠쿠바 보건소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화 및 면접을 통한 영어, 독일어 무료
에이즈,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HIV항체, 클라미디아, 매독, 간염
검사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어 예약 필요)
소재 : 츠쿠바시 마츠시로 4-27
TEL 029-851-4920
E-MAIL tsuho@prof.ibaraki.lg.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