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4일 발행 제 100호

츠쿠바 3월
츠쿠바시청 국제∙문화과 ∙ 츠쿠바시 카리마 2530-2번지 (우) 305-8555 ∙ ☏ (029) 883 1111 ∙ [한글편집] 박예진 노희주
E-mail ctz031@info.tsukuba.ibaraki.jp

∙ 홈페이지 http://www.tsukubainfo.jp ∙ http://www.city.tsukuba.ibaraki.jp/005511.html

꽃놀이 정보 : 꽃놀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는 속에도, 조금씩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츠쿠바 3월호에서는 츠쿠바시내의 꽃놀이 명소를 소개합니다.
①호우죠우오오이케(北条호우죠우1477-1)
⑤아카츠카공원(稲荷前이나리마에 11)
: 약 300그루의 벚나무로 둘러싸인 오오이케를 감상하실 수
: 카에데노오카, 하나노모리, 미즈베노모리, 야소우노오카
있습니다.
등으로 구성된 녹색이 우거진 공원입니다.
②츠쿠바대학(운동장)
⑥농림연구단지(観音台칸논다이)
: 츠쿠바대학 운동장 가장자리 주변의 산벚나무 군생지는
: 약 500그루의 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피는 츠쿠바시 최대 규모의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벚나무 가로수와는 다른 멋을 갖고
꽃놀이 명소입니다. 초록과 분홍의 대비가 환상적인 곳입니다.
있습니다.
⑦타카사키 자연의 숲(高崎타카사키 1078-1)
③츠쿠바대학(히라스나/오이코시 기숙사 주변)
: 원내 중심부의 꽃밭에서는 꽃잔디가, 사쿠라노모리에서는
: 기숙사 주변에 정비된 약 1Km의 산책로는 벚꽃이 만개하면
겹벚나무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벚꽃 터널로 탈바꿈 합니다.
⑧쿠키자키 운동공원 (下岩崎시모이와사키 2160-10)
④과학만박 기념공원(御幸が丘미유키가오카 6)
: 왕벚나무가 활짝 핀 원내와 우시쿠누마를 볼 수 있는 경관이
: 폿챵호수 가장자리의 제방에 벚나무가 군생하고 있어, 주말이면
일품입니다.
가족단위 방문객들로 웃음꽃이 만개합니다.
문의 : 관광 컨벤션 협회 TEL 029-869-8333

동일본 대지진 1주년을 맞이하며…

츠쿠바시 시장 이치하라 켄이치

작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1주년을 맞이하며, 작고하신 많은 분들과 피재민 여러분들의 잊혀지지 않는 아픔을 가슴으로 위로
드립니다. 또한, 쓰나미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해 지대한 피해를 입어, 어쩔 수 없이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께
서, 조금이라도 빨리 평온한 생활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츠쿠바시 또한 인적 피해, 인프라 시설 파손, 가옥 손해는 물론 방사능 오염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재화 속에서
도, 시민 여러분과 자원 봉사 단체, 기업 및 관계기관의 협력이 있었기에 전력으로 라이프라인을 복구하고, 피난민 지원에 집중 할 수 있었
습니다.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복구가 되었으나, 방사능 피해에 관한 시민 여러분의 불안이 아직도 불식되지 않는 점과, 떠도는 말들에
의해 관광객이 감소하고 농산물 판매량이 저하된 것들은 아직까지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완전히 복구하는 것은 물론 내진화 대책에 내실을 기하여 유비무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사선 대책에 관해서
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오염 정화 계획을 실시함하여 아직까지 남아있는 풍문을 불식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뿐
만 아니라, 현재까지 공무원 주택 등에 피난하여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자립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해 전과 같은 평온한 삶으로 온전히 돌아가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교훈 삼아 츠쿠바
시의 실정을 염두에 둔 방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츠쿠바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끊임 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제 1회 츠쿠바 컬렉션 결정!
츠쿠바시내에서 생산되는 것들 중 특출난 물산품들을 츠쿠바시 차원에서 인정하는 ‚츠쿠바 컬렉션‛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판매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며 츠쿠바시의 브랜드 이미지의 향상을 도모하는 바입니다.
츠쿠바산을 모티프로 한 인증 스티커 (좌)
인증된 상품에 붙는 츠쿠바산 스티커는 74 건의 시민 응모 중 선발 된 작품입니다.
판매점은 입현수막(우)으로 구분합니다.
인증된 상품을 판매하는 곳에는 특제 입현수막이 있습니다.
인증품
미나노가와 순미 다이킨죠우 후나시보리(이나바 주조장)
@츠쿠바시 누마타 1485
TEL 029-866-0020
츠쿠바산 매실주 (츠쿠바 관광 컨벤션 협회)
@츠쿠바시 츠쿠호 1-10-4
TEL 029-869-8333
후쿠레오리 (이토우 제과점)
@츠쿠바시 나미키 3-26-17
TEL 029-851-0281
호우죠우 쉬폰케이크 (코트 다쥐르)
@츠쿠바시 히가시아라이 19-26 TEL029-858-3094
아마보우키 된장 (이이다 농원)
@츠쿠바시 아마보우키 298
TEL 029-873-3938
와타쿠모 (파티스리 마리아)
@츠쿠바시 츠쿠호 2-8-5
TEL 029-864-7177
후쿠레 폰즈(누마야 본점)
@츠쿠바시 야타베 2970
TEL 029-836-1414
문의 : 츠쿠바시청 관광물산과 TEL 029-883-1111

츠쿠바스 정류장 변경 및 츠쿠타쿠 공통 포인트 신설 안내
4월 1일부터 일부 지구의 츠쿠타쿠 공통 포인트가 신설 됩니다.
공통 포인트란 대상 지구처럼 이용 가능한 타 지구의 승차장입니다.

4월 1일부터 이하의 츠쿠바스 정류소가 일부 변경 됩니다.
남부 셔틀 노선 ‚마키조노牧園‛ 신설
상행선 노선 버스 ‚축산 초지 연구소‛정류소에 병설
하행선 노선 버스 ‚축산 초지 연구소 정문‛ 부근에 설치
요시누마 셔틀, 지유가오카 셔틀 ‚서부 공업 단지西部工業団地‛신설
원래 정류소 남쪽 약 300m 에 이설 (호도가야 화약공업 앞)

츠쿠바 지구
: B2 이치하라 병원, B14 오오호 창구 센터, B35 츠쿠바 기념 병원
쿠키자키 지구
: E4 앗세입구(앗세 부지내로 이전), E107-1 츠쿠바 기념 병원

문의 :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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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9-883-1111

문 화

생 활

구회에 가입합시다
구회(区会)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며 쾌적하고 밝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조성을 목적으로 시민과 직결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임의
단체입니다. 회람에 의한 행정정보 등의 배부는 구회연합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구회에는 시민협동을 위한 협력조직, 또한 재해를 대비한 상조조직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만일의 경우에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이웃 여러분들 입니다.
구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맨션 등 주거의 형태에 관계없이 미가입자 또는 전입자로서 항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각 구회에 따라 다르므로 이웃이나 구회임원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구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구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동일지역 내에서 구회의 목적을 이해한 여러 세대의 의견을 받아 대표자 등 임원을 정하여 필요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회에 대한 지원은?
△ 지역집회소의 건축 및 수리 지원: 시민활동과
△ 방범등 수리 및 전기료에 대한 지원: 생활안전과
△ 쓰레기 처리장 설치에 대한 지원: 폐기물대책과
※상세사항은 츠쿠바시 구회 연합회 사무국(시민활동과內)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시민활동과 TEL 029-883-1111

이벤트 정보
츠쿠바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개관 1 주년 기념사업
일시
3/24(토) 11:00~14:00
장소
츠쿠바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내용
닌자, 매직쇼, 어머니 브라스밴드
육아 서클 및 단체 소개, 풍선아트, 농산물·빵·커피 판매
대상
0 세~취학 전 아동과 가족
※신청불필요
문의처
육아 종합지원센터 TEL 029-857-9037
시 환경미화 포럼
일시
3/24
15:00~17:00
장소
츠쿠바 국제회의장 大홀
내용
제1부
츠쿠바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실행위원회
활동보고
제2부
노구치 켄氏(알프스 등산가) 강연회
제3부
대표토론회 (대표: 노구치 켄氏, 르
오오시바氏,이치하라 켄이치 츠쿠바시장)
정원
1,200 명
※선착순
(1 단체 5 인까지, 그 이상인 경우 실행위원회에 문의)
참가비
무료 ※미취학아동 입장불가
신청방법 츠쿠바시 깨끗한 마을만들기 실행위원회
TEL 080-6660-0298
FAX 029-864-8894
info@kireikirei-tsukuba.jp
문의처
츠쿠바시청 환경보전과 TEL 029-883-1111
봄 밤의 츠쿠바산 공중산책-스타더스트 크루징츠쿠바산 로프웨이를 타고 츠쿠바산 정상에서 아름다운 야경과
밤하늘별의 파노라마를 감상해봅시다.
일시
3 월 매주 토·일요일·휴일
※우천시 중지
운행시간 17:00~21:00 (20 분 간격)
이벤트
3/24(토) 일루미네이션 점등식,
츠쿠바산 OX 퀴즈, 원숭이쇼
3/31(토) 일루미네이션 점등식, 떡 찧기 대회, 선물추첨
게임대회
요금
대인 왕복 1,000 엔 (초등학생 이하 무료)
문의처
츠쿠바 관광 컨벤션 협회 TEL 029-869-8333
츠쿠바 관광철도 TEL 029-866-0611

City Chat Cafe 종료에 관하여
2008 년 8 월 개최이래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던 City Chat Cafe 는
2012 년 2 월 12 일(일)에 최종회를 맞아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형태로 개최할 것을 검토 중이니 상세사항이 결정되는 즉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츠쿠바대학 인터내셔널 카페 사무국
icafe@sakura.cc.tsukuba.ac.jp & http://www.sakura.cc.tsukuba.ac.jp/~icafe/
지ㅏ넝랮@&ㅗㅅㅅㅗㅅ세 www.sakura.cc.tsukuba.ac.jp/~icafe/

‘츠쿠바시 외국인을 위한 상담실’ 일부 중지 알림

‘츠쿠바시 외국인을 위한 상담실’의 태국어와 한국어 상담을 2012 년
4 월부터 당분간 중지합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상담은 계속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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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일본어강좌 수강생 모집 4월 개시
요일

코스

대상자
(일본어 학습시간 기준)

오전

일본어 1

처음

-

일본어 2

50 시간 이상

4/4 수

읽기쓰기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

일본어 3

100 시간 이상

-

일본어 4

150 시간 이상

4/4 수

일본어会

200 시간 이상

4/5 수

오후
4/3
화

4/12
목

【시간‧장소‧횟수】
△ 오전코스(총 16 회) 10:00~12:00 츠쿠바 사이언스 인포메이션센터
△ 오후코스(총 20 회) 18:30~20:00 츠쿠바 카피오
【대상】시내재주 또는 근무 중인 외국인과 그 가족
【정원】각 교실 15 명
【참가비】6,000 엔(신규) 5,000 엔(기존) ※교재비 별도
【신청방법】 신청용지를 직접제출
【신청 및 문의처】 츠쿠바시 국제교류협회 竹園1－10－1
TEL 029-869-7675
홈페이지 ‘츠쿠바시 국제교류협회’검색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 지정에 관하여
역 주변의 길 위에 방치된 자전거 등이 시각 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도보 이용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분들의 안전 확보와 재해시의 원활한 구제활동 및 쾌적
한 시민 생활을 위하여 공공 장소에 자전거 등을 방치하는 것을 금
지하는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 자전거의 ‚방치‛란?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자전거에서 내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자전
거 등의 이용자가 이용 중 자전거로부터 떨어져, 즉시 이동할 수 없
는 상태를 말합니다.
■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 지정
츠쿠바시에서는, TX 츠쿠바역, 연구학원역, 만박기념공원역, 미도리
노역 주변의 공공장소를 ‚츠쿠바시 자전거 등 방치 방지 조례‛에 의
거하여 방치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례의 규정에 의해 즉시 철거 대상이 됩니다.
■ 자전거가 철거되었을 경우
1. 철거된 자전거는 철거일로부터 6개월간 츠쿠바시가 보관합니다.
2. 자전거 방범 등록 기록으로 소유자에게 인수를 통지합니다.
3. 소유자에게 인수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철거 및 보관 수수료
1. 자전거 1,000엔
2. 원동기 부착 자전거 1,500엔
문의 : 츠쿠바역 중앙 자전거 주차장(제1구획)
관리 사무소
TEL 029-853-8019
도시 시설과
TEL 029-883-1111

츠쿠바 페스티벌 2012 국제교류 페어 참가자
【일시】 5/12(토) 12:00~18:00
5/13(일) 10:00~17:00
【장소】 츠쿠바센터 광장
◆ 텐트 출전자 : 정원 23 단체
출전료
△각국의 식품, 물품 등의 판매: 13,000 엔
△전시, 참가자 체험 프로그램: 8,000 엔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사전심사 또는 추첨)
※추첨 및 설명회 4/1(일) 시청 2 층 201 회의실
◆ 운영 봉사자 모집중
대상
중학생이상
정원
12 일- 5 명 13 일-10 명
※올해는 스테이지 참가자의 공모가 특별히 따로 없습니다
◆ 신청방법 : 국제교류협회에 마련되어 있는 신청용지에
기입 후 3/29(목)까지 직접 제출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또는 직접 문의
【신청 및 문의처】 츠쿠바시 국제교류협회 竹園 1－10－1
TEL 029-869-7675 홈페이지 ‘츠쿠바시 국제교류협회’검색

시세 납부 기한 안내
◯시민세 납부기한 : 4 월 2 일(월) ◯국민건강보험세(제 9 기)
문의 국민연금과 국민보험세 담당 TEL 029-883-1111

‘잉글리시 오아시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잉글리시 오아시스는 여러분이 모이기 위한 장소의 하나이며 관심 있는
정보가 영어로 소개됩니다(입장무료). 잉글리시 오아시스가 여러분이 영어로
담소를 나눌 수 있으며 새로운 만남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 1 회 잉글리시 오아시스는 3 월 24 일(토) 14 시부터 16 시에 노바홀 옆의
츠쿠바 사이언스 인포메이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과학자이자 음악가인 닥터
오오스가 토키오 케니스 씨(캐나다 출신)가 일본에 체재할 때 알아야 할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www.tsukuba-network.jp 에 접속해주세요!
3 월 24 일의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0
오오스가 박사의 토크
15:00
커피브레이크
15:10
자유토론
16:00
마무리
문의처
츠쿠바 연구학원 도시교류협의회
주소: 茨城県つくば市竹園 2－20－5
TEL 863-2007
E-mail

Tsukukyo@tsukuba-network.jp

2012 년 4 월~ 츠쿠바시 외국인을 위한 상담실
(츠쿠바시청 2 층 39 번 카운터)
접수시간: 화, 수 (휴일 및 연말연시 제외) 10:00~12:00, 13:00~16:45
상담방법: 전화 또는 면담에 의한 상담
TEL 029-868-7700 (상담실)
(면담에 의한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당일에 확인 전화를 해주십시오)
문의처: 츠쿠바시 국제∙문화과 TEL 029-883-1111

일본어 한마디
이 코너에서는 금방이라도 쓸 수 있는 일본어나 일본 특유의 표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당신도 일본어 마스터!
3 월의 일본어는 ‘츠쿠바의 역사와 6 개의 지구’를 소개합니다. 츠쿠바에 처음 살게 된 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외워봅시다.
현재 츠쿠바시는 旧大穂町・ 豊里町・ 谷田部町・ 桜村・ 筑波町・ 茎崎町가 합병, 편입되어 만들어 졌으며 옛 지역이름을 사용하여 크게 6 개의
지구로 나뉩니다.
★ 谷田部(やたべ) 야타베 지구: 츠쿠바시의 서쪽에 위치하며 연구학원역과 만박기념공원역, 미도리노역도 포함하는 츠쿠바시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넓은 지구입니다. 카스가, 니노미야, 마츠시로 등이 포함됩니다. 츠쿠바 시민의 약 1/3 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 桜(さくら) 사쿠라 지구: 츠쿠바시의 동쪽에 위치하며 츠쿠바역과 츠쿠바센터 츠쿠바대학 등 츠쿠바 연구학원도시의 중핵지역을
포함하는 지구입니다. 아즈마, 타케조노, 나미키 등이 포함됩니다. 츠쿠바시민의 약 4 분의 1 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 大穂(おおほ) 오오호 지구: 츠쿠바시의 중앙부터 북쪽에 위치하며 츠쿠호, 하나바타케 등이 포함됩니다. 고 에너지 가속기 연구기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 豊里(とよさと) 토요사토 지구: 츠쿠바시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토우코우다이, 토요사토노모리 등이 포함됩니다. 토요사토 유카리노모리가
있는 곳입니다.
★筑波(つくば) 츠쿠바 지구: 츠쿠바시의 북쪽에 위치하며 호쿠죠, 카미오오시마 등이 포함됩니다. 츠쿠바산의 산기슭 지구입니다.
★茎崎(くきざき) 쿠키자키 지구: 츠쿠바시의 남쪽에 위치하며 타카미하라, 모리노사토 등이 포함됩니다. 타카자키 자연의 숲, 후레아이
플라자 등이 있습니다.

도서관 정보
봄방학 기간 중 도서관 열람석 이용에 관하여…
3월24일(토)~4월5일(목) 이 기간 중에는 도서관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창가 열람석의 이용을 오전•오후 교체제로 운영됩니다. 창가 열람석을
이용하시는 분은 당일 카운터에서 좌석번호를 받으신 후 이용바랍니다.
■ 이용시간
오전9:30~13:00 (접수시간 9:30~)
오후13:30~17:00 (접수시간 12:30~)
※접수장소: 도서관 중앙카운터
■ 이용규칙
①자리 예약 및 지정 불가
※ 위 기간 중, 도서관 1층 창가 열람석이 만석일 경우
②오전, 오후 연속이용 불가
학습실(도서관 2층 집회실)을 개방합니다.
③오후5시 이후는 좌석번호 없이 이용가능
이용시간
9:30~17:00 (선착순, 접수 없음)
④오전, 오후시간의 도중에 이용하는 경우도 좌석번호 필요
이용불가능한 날 휴관일 및 회의 등의 예정이 있는 날
⑤이용시간 후에 방치되어있는 짐은 직원이 회수
⑥휴관일은 이용불가
문의 중앙도서관 TEL 029-856-4311

중앙도서관

TEL 029-856-4311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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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9, 2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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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4, 11, 18, 21, 25, 29
3

건 강 정 보
유아 대상 건강진단

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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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까지 입니다.
※ ⑤ 대상자는 수학여행 및 학교행사에
의해 해외로 나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
는 분에 한함. 해당하지 않는 분은 고등학
교 3학년이 된 후 접수증을 받읍시다.
문의 사쿠라 보건센터 TEL 029-857-3931

* 소아마비 예방접종
생후 3개월~8세 6개월 미만 유아
지참 : 모자 건강 수첩, 접종 예진표
∙ 일시 및 장소
야타베 보건센터

4/12, 24

사쿠라 보건센터

3/23, 4/6, 23

오오호 보건센터

3/22,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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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에 대하여
백신 공급량이 넉넉치 않아 초회 접종을 보류하고 있었으나, 현재 백신 공급량이 확보
되어 접종을 재개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협력 의료기관에 예약 바랍니다.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사쿠라 보건센터와 야타
베 보건센터에서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대
상자는 전월 말에 개별 통보됩니다.
2세 6개월 건강검진
4/11, 13
사쿠라
2010년 9월
출생
4/18
야타베
4세 건강 검진
3/27

사쿠라

4/5, 10

사쿠라

2009년
2월 출생
2009년
3월 출생

4/25
야타베
접수 시간 12:45 ~ 13:30

진단 개시 12:45

불임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츠쿠바시에서는, 불임치료를 받으신 분들께 1년에 1
회당 5만엔 상당으로 총 2회의 치료비 일부를 5년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 건강증진과 TEL 029-883-1111

3월 및 4월 츠쿠바시내 휴일 긴급 진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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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029)

코마츠 내과 클리닉

카미요코바 1178

838-2400

츠쿠바 센터 클리닉

타케조노 1-6-1
츠쿠바 미츠이빌딩 4층

851-9001

토우고우 의원

타테노 636

츠쿠바 병원

3/18 (일)

3/20 (춘분)

3/25 (일)

4/1 (일)

4/8 (일)

4/15 (일)

4/22 (일)

2012년도 전신MRI등 건강진단 비용의 지원
츠쿠바시가 정하는 검사 항목을 진찰받는 분은
건강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신 MRI 는 매년, 뇌·종합 MRI 는 3 년에
한번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류

조성액

대상 연령

전신

17,500 엔

30 세 이상

837-1785

뇌

25,000 엔

사사기 1761

855-0777

종합

37,500 엔

진아이 내과 의원

오노자키 785-1

855-4577

타케조노 SC 클리닉

타케조노 3-18-2
타케조노 쇼핑센터

851-4635

츠쿠바 소우아이 병원

타카사키 1008

873-2511

이치하라 병원

오오조네 3681

864-0303

히가시 외과 내과 의원

히가시 2-26-16

856-7070

츠쿠바 기념 병원

카나메 1187-299

864-1212

나루시마 클리닉

타테노 363

839-2170

테라사키 클리닉

요시누마 147-1

865-0034

네모토 클리닉

오니가쿠보 1108

847-0550

나카가와 의원

시노자키 2272-1

864-7760

4/29
(쇼와의 날)

마에시마 레이디스 클리닉

마츠시로 4-10-12

859-0726

시바하라 의원

요시누마 1151

865-0511

4/30
(해피 먼데이)

요코타 의원

야타베 2980

836-0025

호우죠우 의원

하나바타케 3-28-8

864-0006

츠쿠바 환경 스타일 서포터츠 회원을 모집합니다!
츠쿠바 환경 스타일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과 사업소, 연구 기관, 각 단체들의 참
가를 받아, ‚ALL 츠쿠바‛ 활동을 위한 ‚츠쿠바 환경 스타일 서포터즈‛를 시작합니다.
주요 활동 내용
친환경 근무, 친환경 운전 강습회, 그린 커튼 캠페인, SNS로 정보 교환 등 프로그램
회원 자격
개인 회원 : 츠쿠바시에 거주하고 통근/통학 하는 11세 이상 시민
사업소 회원 : 츠쿠바시 학교, 사업소, 각 단체와 츠쿠바 환경 스타일
정책에 관련된 시회 사업소 등
입회 기념품 츠쿠바 환경 스타일 핸드폰 클리너 및 회원 한정 우대 계절별 상품
접수 개시일 3월 1일 (6월경 발족식 예정)
입회 신청 방법 소정의 신청 용지에 기입하여 FAX, E-Mail, 우편 혹은 환경도시추진과,
각 창구 센터에 직접 접수, 시청 1층 정보코너, 3층 도시환경과, 각
창구센터, 각 교류센터, 츠쿠바시 홈페이지에서 용지 배부중
문의 환경도시추진과 TEL 029-883-1111, E-mail evm023@info.tsukuba.ibaraki.jp
4

40 세 이상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가입자
신청기간 : 2013 년 3 월 29 일까지
신청방법
: 협력 의료기관( 라이프 플랜 스코야카 참조)에
예약 후, 보건센터(오오호, 사쿠라, 야타베),
창구센터(츠쿠바, 토요사토, 쿠키자키)또는
국보연금과에 직접 신청
지참물 : 건강보험증, 인감
문의 : 츠쿠바시청 국보연금과 TEL 029-883-1111

유방암 검진 희망자 중 맘모그래피 대상
연령이 바뀝니다.
문의 : 츠쿠바시 건강증진과 TEL 029-883-1111
현재
검진연령으로
40세 이상
여성 중
맘모그래피
검진이력이
없는 분

2012년부터
① 검진연령 40세 이상 중
짝수 연령 여성
② 맘모그래피 무료 쿠폰을
보유하신 분
(연속 검진 가능)
※ 2012년에 한해, 홀수 연령
중 맘모그래피 검진 이력이
없는 분은 검진 가능합니다.

연령별 검진 내용도 이렇게 바뀝니다
30대, 40~56세 홀수연령

초음파

40~56세 짝수연령

맘모그래피 + 초음파

→맘모그래피 미희망자

초음파

57세 이상 짝수 연령

맘모그래피

40~56세

의료기관 검진으로
시촉진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