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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쿠바시 일루미네이션

빛으로 전하는 부흥 응원 ~츠쿠바 히카리노 모리~
츠쿠바시 주변의 겨울을 장식하는 일루미네이션을 개최중입니다.
올 해부터는 명칭을 ‚츠쿠바 히카리노 모리‛로 통일하여, 주변 기업
들의 도움을 받아 개최 기간 내에 여러 이벤트도 진행중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LED 및 촛불의 빛을 사용하는 여러 지역의
풍물시로써 통일감 있는 심볼 마크도 발표합니다.
일시 : 2012 년 1 월 9 일까지 17:00 ~ 24:00
장소 : 츠쿠바역 주변 츠쿠바 센터지구
문의 : 에키마에 니기와이 실행위원회 TEL 080-6660-0298
츠쿠바 센터지구 활성화 협의회 TEL 029-883-0251
주차장 : 유료 (주변 주차장)

츠쿠바 시내 츠쿠바 익스프레스로 3정거장까지가 색색의 일루미네
이션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기일 : 2012년 2월 3일까지, 단 연구학원역은 2월 29일까지
장소 : 미도리노역 앞, 만박기념공원역 앞, 연구학원역 앞
문의 : TX 마치즈쿠리 추진과 TEL 029-883-1111
주차장 : 유료 (주변 주차장)
유카리노모리 일루미네이션
일시 : 2011년 12월 31일까지 17:00~22:00
장소 : 유카리노모리 (츠쿠바시 토오히가시 676)
문의 : 유카리노모리 TEL 029-847-7575
※주차장 무료

츠쿠바시 방사능 대책
* 방사선 선량계 대출을 시작합니다! (사전예약제)

츠쿠바시에서는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에 의해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대처에 대해, 시민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여러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행중인 방사선대책정보는 이하와
같습니다.
* 공간 방사선양률 정점 측정
* 식품 방사성물질 측정 : 학교 등의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측정
농산물등의 방사성물질 측정 (사전예약제)
* 공립유치원, 보육소, 초중학교의 부지내 방사선양지도 작성, 정화
* ‚방사선에 관한 강연회‛ 실시
* 츠쿠바시 방사선 대책 간담회 개최
* 국가 및 동경전력에의 요망

대출 기종 : 환경 방사선 모니터 PA-1000 (Radi) 호리바제작소 10대
기기 사양 : 검출방식 – 신틸레이션식
측정방사선 – 감마선
오차 범위 - 10%
접수 일시 : 2011년 12월 5일부터 8:30~17:15 (평일만 운영)
대 출 일 : 2011년 12월 6일부터 단, 축일 및 연말연시는 제외
대출 시간 : 당일 09:00~12:00 혹은 당일 13:30~16:30
예약 방법 : 방사선 대책실에 방문 혹은 전화예약
※ 예약이 다수 밀려있는 경우에는 희망하시는 바에 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기 대출은 1세대 당 1회 신청만 가능하
며, 복수 일자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문의 : 방사선대책실

문의 : 방사선 대책실

TEL 029-883-1111

TEL 029-883-1345 (예약 전용)

연말 연시 주요 시설 및 서비스 업무 안내

소득세 확정 신고 상담 관련

* 주요시설 – 문의처 (지면관계상 전화번호는 생략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 및 각 창구센터 : 12/29~1/3 휴무, 호적 관련 정상업무 – 시청 시민과
지역 교류센터 : 12/29~1/3 휴무, 12/28~1/5 인터넷 예약 휴업 – 시청 생애학습과
아동관 : 12/29~1/3 휴무 – 각 아동관, 시청 코도모과
중앙 도서관 : 12/28~1/4 휴무, 반납기 폐쇄기간 : 12/28 17:00~1/4 08:30
특별 대출 기한 도서자료 12/14~21 3주, 시청각자료 12/21~27 2주
열람석 이용 가능일 12/24, 25, 27, 1/5,~8
중앙도서관, 야타베 츠쿠바 오노가와 쿠키자키 교류센터
* 쓰레기 수집, 수도, 하수도 등 – 문의처
쓰레기 수집 : 12/30~1/2 휴무, 12/29와 1/3은 타는 쓰레기 수집 – 시청 폐기물 대책과
대형 폐기물 연내 수집 최종일 : 키타지구 12/26, 히가시지구 12/21 니시지구 12/28
- 대형폐기물 접수 센터 미나미지구 12/23
12/29~1/3 전화 예약 휴무
전화예약은 2일, 인터넷은 5일 전까지
클린 센터 : 연내 접수 최종일 12/29 16:30까지, 연시 접수 개시일 1/3 08:30 부터
- 클린 센터
분뇨 처리 업무 : 12/30~1/3 휴무 – 클린센터, 분뇨처리시설, 미나미 분서
수도 고객 센터 : 12/29~1/3 휴무 – 수도 고객 센터
* 교통 및 관광 – 문의처
츠쿠바스 : 통상운행 – 츠쿠바시청 교통정책과
츠쿠타쿠 : 12/29~1/3 휴무, 1/4 예약은 12/28까지 – 츠쿠타쿠 예약센터
츠쿠바시 종합 안내소 : 12/29~1/3 휴무 – 츠쿠바시 종합 안내소(08:30~18:30)
츠쿠바산 관광 안내소 : 무휴 – 츠쿠바산 관광안내소(08:30~17:15)
히라자와 관아 유적 역사
역사 민속 자료과 : 12/28~1/4 휴무
출토 문화재 관리 센터 : 12/29~1/3 휴무 – 교육 총무과 문화재실
* 긴급 의료 등 – 문의처
구급 의료 정보 컨트롤 센터 TEL 029-241-4199 연중 무휴, 24시간
이바라키 아동 구급 전화 상담 : 09:00~17:00은 12/29~1/3 휴무, 18:30~23:30은 무휴
푸쉬 회선 고정전화, 휴대폰 국번없이 # 8000, 일반 전화 TEL 029-254-9900(무료)

2011년 중의 소득에 관한 소득세 확정 신고 상담이
2012년 2/16~3/15 동안 시청에서 실시됩니다.
또한, 상담과 더불어 2012년 2/1부터 소득세 확정 신
고 기간 전의 신고 상담이 실시됩니다.
1. 시민세 현민세 상담 실시
회장 : 시청 2층 신고 상담 회장
기간 : 2012년 2월 1일~2012년 2월 15일 (주말 제외)
2. 출장 신고 상담 실시
회장 : 쿠키자키 교류센터 2층 대회의실
기간 : 2012년 2월 1일~2012년 2월 8일 (주말 제외)
회장 : 시민 홀 츠쿠바네 2층 회의실
기간 : 2012년 2월 7일~2012년 2월 14일 (주말 제외)
3. 컴퓨터 확정신고서 자주작성 코너 설치
회장 : 시청 2층 연수실
기간 ; 2012년 2월 1일~2012년 3월 15일 (주말 제외)

2012년부터 일부 구역에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하수도 처리 구역의 확대에 따라 미도리가오카, 시마
나 일부, 니시오카 일부, 니시오오누마 일부, 요시누마
일부, 카미고우 일부 구역 및 개별 공공하수도를 이용
중인 구역에 새로이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문의 : 자산세과 부과제2계 TEL 029-883-1111

시민세 납부기한 12월 26일
(제 3기)
문의 : 자산세과, 납세과 TEL 029-883-1111
국민 건강 보험세 (제 6기)
문의 : 국보연금과 국보세계 TEL 029-883-1111

문 화

생 활

2012년도 아동 클럽 입회 신청

아동 수당 신청은 끝내셨습니까?

원칙적으로, 낮에 항상 맞벌이로 인해 보호자가 부재중인 가정의
아동으로 집단생활이 가능한 초등학교 1~3학년생을 입회 가능한
아동으로 합니다.
개설 일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아동 수당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
수당을 받고 있던 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당 월액】 (2011년 10월~2012년 3월까지)
0세부터 3세 미만
15,000엔 (일률)
3세이상 초등학교 졸업 전 10,000엔 (셋째 이후는 15,000엔)
중학생
10,000엔 (일률)
【변경된 지급요건】
해외에 있는 아동은 유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 수당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양호시설에 입소해있는 아동은 시설의
설치자가 아동 수당을 받게 됩니다. 보육비에 체납이 있는 분은 아동
수당으로부터 보육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2012년 3월 말까지 아동과, 각 창구 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
문의처: 아동과 TEL 029-883-1111

• 수업이 있는 월~금요일의 방과후부터 18시까지
• 봄, 여름, 가을 방학은 8시 반부터 18시까지
※토일, 축일, 12월29일~1월3일은 쉽니다.
사용료: 월 4000엔/人 (감면제도 있음)
신청방법: 아동관•아동 센터에서 운행하는 아동 클럽을 희망하는
경우는 이용 신청서(아동과, 각아동관, 아동센터, 시 홈페이지에
개제)를 12월 12일(월)~2012년 1월 13일(금)까지 희망하는 시설로
직접 제출
※민영 아동 클럽을 희망하는 경우는 클럽에 의해 사용료,
신청기간, 이용신청방법이 다르므로 각 아동 클럽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仮)카스가 초등학교 아동 클럽은 제외)
입회 결정: 서류선고 후 입회를 결정. 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입회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쿠오카 초등학교 아동 클럽에 관해서는 아동과에 문의하여
주세요
※(仮)카스가 초등학교 아동 클럽의 문의 및 신청은 아동과에서
접수가능 합니다.
문의처: 아동과 아동관 담당 TEL 029-883-1111

마루마루 카페
매회 여러 나라와, 국제관계에 관련 있는 분들이 게스트로 참가하여
즐거운 대화와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방송 일정 : 매주 토요일 18:30 ~ 19:00
(재) 매주 일요일 12:30~13:00
채널 : FM84.2MHZ 라디오 츠쿠바
문의 : 츠쿠바시 국제교류협회
TEL 029-869-7675
E-MAIL inter2tsukubacity.or.jp

이벤트 정보
2012년 성인식
일시: 2012년 1월 8일(일) 13:30~ (접수 12:45)
장소: 츠쿠바 카피오 (츠쿠바시 타케조노 1-10-1)
대상: 1991년 4월 2일~1992년 4월 1일생

제4회 일본어로 얘기하자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퀴즈와 게임을 통해
즐겁게 일본어를 접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일시: 2012년 2월 12일(일) 10:00~15:30

※11월 1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분에게는
안내장을 보내드립니다. 이 안내장이 없는 분도 참가 가능합니다.
가족 동반 입장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생애학습과 TEL 029-883-1111
타카라쿠지 문화공연 와라비좌 뮤지컬 「아톰」
일시: 2012년 2월 19일(일)
(개장 14:30)
회장: 츠쿠바 카피오홀
티켓: 전석 지정 2,000엔
※이 공연의 입장료는 타카라쿠지의 조성에 의한 특별요금입니다.
미취학 아동 입장불가. 보육 서비스 있음 (유료)
신청방법: 전화 또는 직접 창구에서
신청처: 츠쿠바 도시진흥재단
[츠쿠바시 타케조노 1-10-1] TEL 029-856-7007
: 츠쿠바 카피오
[츠쿠바시 타케조노 1-10-1] TEL 029-851-2886
문의처: 츠쿠바 도시진흥재단 TEL 029-856-7007

장소: 츠쿠바 사이언스•인포메이션센터
대상자: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분 (초급~상급)
참가비: 무료
신청방법: 사전에 전화로
※당일, 직접 회장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운영 자원 봉사자 모집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내용은 접수, 운영 보조 입니다.
신청 및 문의처: 츠쿠바시 국제교류협회 TEL 029-869-7675

: 츠쿠바시청 국제•문화과 TEL 029-883-1111
츠쿠바 산록 자연학교
부모님과 함께 자연체험 프로그램 「대나무밥과 숯 만들기」
일시: 2012년 1월 21일(토) 10:00~15:00
내용: 대나무 통에 밥을 넣어 직화로 밥을 짓습니다. 도토리 등 숲의
소재를 찾아 모닥불로 숯 만들기에 도전, 초봄의 자연 관찰을
해봅시다.
대상: 부모님과 아동
정원: 60명
참가비: 초등학생 이상 900엔, 유아 700엔 (점심 및 보험료)
신청방법: 전화로 접수번호를 취득한 후, 접수번호, 이름, 아동의 학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 및 문의처
츠쿠바 후레아이노사토 [〒300-4211 つくば市臼井2090-20]
TEL 029-886-1519 ※9:00~17:00 (화요일은 휴관)
FAX 029-866-1513

츠쿠바시청 국제•문화과 TEL 029-883-1111
제21회 츠쿠바시 아동 스키 스쿨
일시: 2012년 3월 24일(토)~26일(월) ※2박3일
스키 장소: 오제이와쿠라(尾瀬岩鞍) 스키장, 군마현
카타시나무라(片品村)
집합 장소: 사쿠라 종합체육관
대상: 시내의 초등학교 6학년
정원: 200명 ※다수인 경우 추첨
참가비: 27,000엔 (설명회 때 수금)
(수강료, 숙박비, 식사비, 보험료, 강습에 관련한 경비,
기념사진, 리프트 3일권 등)
희망자는 별도 대여 요금 (스키복 대여 각 3,000엔)
《 엽서 뒷면 기재 사항》
1. 성명 (후리가나)
2. 성명
3. 학교명 (학년, 반)
4. 우편번호, 주소
5. 전화번호
6. 보호자명, 도장
7. 희망하는 레벨 (초급, 경험자)
8. 신장, 체중
9. 스키 대여 희망 유무 (신발사이즈 기재)
10. 스키복 대여 희망 유무
문의처: 주소 〒305-8555 츠쿠바시 카리마 2530번지2
스포츠 진흥과 TEL 029-883-1173

2011년도 市 보육 응원 사업 조성금
현에서는 올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미취학 아동을 2명 이상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보육비를 일부 또는
전액 조성을 실시합니다. 시에서도 2011년 4월 분부터 3월분까지의 보육비의 조성을 실시합니다. 단, 대상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상자: 다음 ①~④를 모두 만족하는 아동의 경우에 한합니다.
① 3세 미만의 아동 (보육비 결정이 3세 미만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년도 도중에 보육원에 입소한 아동에 대해서는 입소한
년도의 4월 1일 현재의 연령으로 3세 미만의 아동)
②

같은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보육원에 동시 입소하여 현재, 1/2 경감을 받고 있는 경우

③

보육비 기준표의 제 2단계층에서 제 4단계층까지의 세대

④

2011년도 및 과거에 보육비의 체납이 없을 것

신청 방법: 신청용지 (시내 보육원, 아동과, 시 홈페이지에 게재)에 기입하여 2012년 2월 29일까지 직접 신청
※이미 퇴소한 경우는 연락 주시면 송부해 드립니다.
지급에 대하여 : 올해 및 과거의 보육비에 체납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신청자가 지정하는 구좌에 납입됩니다.
신청 및 문의처: 아동과 보육담당 TEL 029-883-1111
츠쿠바시 외국인을 위한 상담실

일본어 한마디
이 코너에서는 금방이라도 쓸 수 있는 일본어나 일본 특유의 표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당신도 일본어 마스터!
12월의 일본어는 설날에 자주 쓰이는 말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해를 맞아봅시다.
★大晦日(おおみそか): 섣달 그믐날. 1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謹賀新年(きんがしんねん): 근하신년. 삼가 새해를 축하한다는 인사말
★初日の出(はつひので): 1월 1일의 해돋이
★年賀状(ねんがじょう): 연하장
★初詣(はつもうで): 새해 첫날에 신사나 사원에서 참배하는 행사
★門松(かどまつ): 새해에 문 앞에 장식으로 세우는 소나무
★鏡餅(かがみもち):
설날에 신불에게 올리는 대소 두 개의 동글납작한 찰떡.
지역에 따라 형태나 수가 다르다.
• 예문
A: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今年もよろしくね。
(새해 복 많이 받아! 올해도 잘 부탁해)
B: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今年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잘 부탁 드려요)

인터내셔널 카페 (City Chat Café)
외국인과 일본인이 편하게 모여 교류하는 이벤트 입니다.
연령, 국적불문 영어 및 일본어로 자유 회화를 즐겨보세요.
일시 12/18 14:00 ~ 16:00
장소 라라가든 츠쿠바 1층 라라클럽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웹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참가비 무료, 예약 불필요
HP http://www.sakura.cc.tsukuba.ac.jp/~icafe/
E-MAIL icafe@sakura.cc.tsukuba.ac.jp

장소 : 츠쿠바시청 국제문화과
(신청사 2층)
접수 : 화, 수
(공휴일 및 연말연시 제외)
10:00 ~ 12:00, 13:00 ~ 16:45
TEL 029-868-7700
상담 방법 : 전화 혹은 방문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일
전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무료, 비밀엄수
화요일
수요일
영어, 태국어

중국어, 한국어

츠쿠바시 외국인 등록 현황
2011년 월 30일 현재
국적

인원수

백분율

중국

2,943

38.9%

1,133

15.0%

328

4.3%
4.1%

한국,
북한
필리핀
태국

310

브라질

270

3.6%

기타

2,581

34.1%

합계

7,565

100.0%

일본어

2012년 츠쿠바시 유학생 교류원을 모집합니다!
: 외국어 홍보지 번역 및 시청 업무에 관련된 통번역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 각 언어당 2명
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번역 시험 및 면접
방법 : 소정의 ‚유학생 교류원 신청서‛를 일본어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2011.01.23까지 우편 혹은 직접
제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시청으로 문의주세요

내용
모집
정원
선발
지원

작은 배려로 밝게 비추자 절전 心
이번 여름, 절전은 우리들의 생활습관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절전에 많은 협력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절전에 대한 노력은 이산화 탄소 삭감에도 공헌됩니다. 전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체의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노력합시다.
여름의 절전 결과를 보고합니다.
츠쿠바 시에서는 절전 心 스위치 ON! 을 키워드로 이번 여름의 절전 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 전체에서 7월 전년대비 △21.7%(동경 전력관내 전체 14.9%), 8월 전년대비 △24.5%(동경 전력관내 전체 16.8%)로 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처: 환경도시 추진과 TEL 029-88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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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 휴관일>
[12월] 19, 23, 26, 28~31

[1월] 1~4, 9, 10, 16, 2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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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십시오.
츠쿠바시에 소재지가 없는 분이라도 츠쿠바 시내에서 근무 또는 재학
중이라면 ‘이용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규로 이용 카드를 만드
실 분께서는 직원증 또는 학생증을 제시해 주세요.

건 강 정 보
연말연시 츠쿠바시내 휴일 긴급 진료 일반 의원, 치과 의원, 약국
당번 의료 기관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자
12/18 (일)
12/23 (일)
(천황탄신일)
12/25 (일)
12/29 (목)

12/30 (금)

12/31 (토)

1/1 (일)

1/2 (월)

1/3 (화)

1/8 (일)
1/9
(성인의 날)
1/15 (일)
1/22 (일)
1/29 (일)
일자
12/29 (목)
12/30 (금)
12/31 (토)
1/1 (일)
1/2 (월)
1/3 (화)
일자
12/29 (목)

12/30 (금)

12/31 (토)

1/1 (일)

1/2 (월)

1/3 (화)

문의 : 소방본부 소방지령과

예방접종

진료시간 09:00~17:00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029)

선샤인 클리닉

야타베 6107-14

83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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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카요리 의원

쿠니마츠 855-2

866-0106

츠쿠바 츠지 클리닉

이이아스 츠쿠바

868-7170

츠쿠바 중앙 병원

호우죠우 5118

867-1211

쿠스노세 의원

오구키 509-1

876-2711

야타베 보건센터

12/15, 1/16

사쿠라 보건센터

12/16, 1/13,30

오오호 보건센터

1/18

하야시 의원

호우죠우 19-2

867-0114

츠쿠바 위장(胃腸) 병원

타카미하라 1-2-39

874-3321

츠쿠바 병원

사사기 1761

855-0777

츠쿠바 위장(胃腸) 병원

타카미하라 1-2-39

874-3321

츠쿠바 소우아이 병원

타카사키 1008

873-2511

츠쿠바 기념 병원

카나메 1187-299

864-1212

츠쿠바 학원 병원

카미요코바 2573-1

836-1355

츠쿠바 병원

사사기 1761

855-0777

츠쿠바 중앙 병원

호우죠우 5118

867-1211

츠쿠바 소우아이 병원

타카사키 1008

873-2511

이치하라 병원

오오조네 3681

864-0303

사카네 M 클리닉

마츠노키 162-7

836-6612

츠쿠바 기념 병원

카나메 1187-299

864-1212

츠쿠바 중앙 병원

호우죠우 5118

867-1211

츠쿠바 학원 병원

카미요코바 2573-1

836-1355

츠쿠바 병원

사사기 1761

855-0777

이치하라 병원

오오조네 3681

864-0303

츠쿠바 소우아이 병원

타카사키 1008

873-2511

히로세 의원 (호우죠우)

호우죠우 85

867-0127

지유가오카 의원

지유가오카 165-19

876-0888

히로세 클리닉

쿠니마츠 56-1

866-0129

츠쿠바 위장(胃腸) 병원

타카미하라 1-2-39

874-3321

아오야기 의원

우에노무로 887

857-1522

유-카리 의원

오오이 1622

874-1531

이이오카 의원

사쿠라 3-20-2

857-7526

타카사키 클리닉

타카사키 772-12

873-3733

카시무라 내과/소화기과 클리닉

시모히로오카 744-1

863-0606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029)

타케조노 치과

타케조노 2-7-7

852-1460

사카이리 치과 의원

토요사토노모리 1-18-11

847-8311

사쿠라가오카 치과 센터

아즈마 3-17-6

852-1518

가쿠엔 치과

타케조노 2-7-11

863-1818

우에노 치과 의원

아마쿠보 3-14-8

851-6352

요시무라 치과 의원

사 476

864-2220

클로버 치과의원

시그마박스 1층

875-8817

노보리 치과 의원

히가시 아라이 24-19

852-3323

니시 치과 의원

나미키 쇼핑 센터 2층

851-3110

후나쿠보 세이코 덴탈 오피스

시마나 3657-5

875-7510

테시로기 치과

마츠시로 4-200-1

852-0930

오오키 치과 의원

오오누키 1175

867-2811

약국명

주소

전화번호 (029)

아스 약국 츠쿠바점

타카미하라 1-2-33

870-5071

이마가와 약국 아마쿠보점

아마쿠보 1-1-6

858-2877

아스 약국 츠쿠바점

타카미하라 1-2-33

870-5071

학원 조제 약국

에노키도 509-40

837-2711

츠쿠바 니시오오도오리 약국

카나메 1069-5

877-1333

이마가와 약국 카미요코바점

카미요코바 2573-128

837-2411

학원 조제 약국

에노키도 509-40

837-2711

이마가와 약국 호우죠우점

호우죠우 5117

850-7711

이마가와 약국 카미요코바점

카미요코바 2573-128

837-2411

이마가와 약국 아마쿠보점

아마쿠보 1-1-6

858-2877

마츠노키 약국

마츠노키 187-7

850-5100

츠쿠바 니시오오도오리 약국

카나메 1069-5

877-1333

이마가와 약국 호우죠우점

호우죠우 5117

850-7711

이마가와 약국 카미요코바점

카미요코바 2573-128

837-2411

학원 조제 약국

에노키도 509-40

837-2711

이마가와 약국 아마쿠보점

아마쿠보 1-1-6

858-2877

∙ 일시 및 장소

∙ 접수 13:00~14:20 ∙ 접종 개시 13:30~
※ 홍역, 풍진 접종을 받지 않은 2세 이
상 3세 미만의 유아, 첫 돌을 앞두고 있
는 영아는 홍역, 풍진 예방 접종을 먼저
받아주십시오.
유아 대상 건강진단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사쿠라 보건센
터와 야타베 보건센터에서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전월 말에 개
별 통보됩니다.
2세 6개월 건강검진
1/11, 17

사쿠라

1/25

야타베

2010년 6월
출생

4세 건강 검진
12/21

야타베

1/10, 12

사쿠라

1/19

야타베

2008년
11월 출생
2008년
12월 출생

접수 시간 12:45 ~ 13:30 진단 개시 12:45
* 홍역, 풍진 예방접종
※대상자
① 2세 이상 ~ 3세 미만
② 2005. 4. 2 ~ 2006. 4. 1 출생
③ 1998. 4. 2 ~ 1999. 4. 1 출생
④ 1993. 4. 2 ~ 1994. 4. 1 출생
⑤ 1994. 4. 2 ~ 1995. 4. 1 출생
※ ②~⑤ 대상자의 접종기간은 2012. 3.
31까지 입니다.
※ ⑤ 대상자는 수학여행 및 학교행사에
의해 해외로 나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에 한함. 해당하지 않는 분은 고
등학교 3학년이 된 후 접수증을 받읍시
다.
문의 사쿠라
보건센터
029-857-3931
불임 치료비
지원TEL
사업
안내
츠쿠바시에서는, 체외 수정과 현미경
수정 방식 불임치료를 받으신 분들께 1
년에 2회 한정, 한 회당 최대 5만엔 상당
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
다. 상세한 내용은 건강 증진과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 건강증진과
자궁경부암
의료기관 TEL
검진029-883-1111
수진권 관련
의료기관에서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검진을
받으실 때에는 자궁경부암, 유방암 의료기
관 검진 수진권과 유방암 의료기관 검진 수
진권(20세 이상, 자기 부담 2,200엔 단 70세
이상은 무료)이 필요합니다. 2012년 1월 31
까지 미리 수진권을 신청하세요.
신청 : 츠쿠바시청, 오오호 사쿠라 야타베
보건센터, 쿠키자키 츠쿠바 토요사토 창구
센터
문의 : 건강증진과 TEL 029-88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