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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치우라시의 개요 

쇼와 15（1940）년에탄생한 츠치우라시는 

일본에서 2번째의 넓이를 자랑하는 

호수[카스미가우라]의서안과 관동의 

명산[츠쿠바산]의 남록에 위치해,수도 

도쿄로부터 60km,나리타국제공항으로부터 

40km 의 거리에 있습니다.기후는 연간 비교적 

온화한 편이며,카스미가우라의 장엄한 정경과 

츠쿠바산기슭의 풍부한 자연에 둘러쌓인 

도시입니다.시의 기반은 에도시대 초기 성 부근 

마을로서 정비되, 지금도 츠치우라성터 주변등 

시내 각지에 그 당시의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에도와 미토를 잇는 구 미토가도와 

카스미가우라 수운이 교차하는 수륙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상업 도시로서 번영한 역사화 

문화의 느낌이 풍기는 마을입니다.  
 

○ 시 휘장 

 

 

 

 

「土
つち

」라는 글자를 도안화한것으로, 

카스미가우라의 잔물결과 사쿠라강에 비치는 

벚꽃잎으로 우아한 아름다움을 그려, 바깥원은 

평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시민의 화합과 

성장해가는 시세를 단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 츠치우라시 인구 

（평성 28년４월１일현재） 

・시의 인구…140,397명 

・재류외국인수…3,292명 
 

○ 시의 산업 

상업： 에도시대부터 상업도시로서 번영한 

츠치우라시의 상권인구는 약 30만명에 

달합니다. 츠치우라역재계발과 

인근주변상업지의정비에 의해 매력 넘치는 

근대적 상업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업： 시의 북부에는、수도권과의 교통편이 

좋은점 을 살린 ３개의 공업단지가 있어, 

우량기업의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카스미가우라에서는 빙어를 비롯한 

담수어의 어업이 행해지고 

있습니다.생선조림등의 수산가동품은 

츠치우라시의 명산품으로서 인기가 있습니다. 

농업： 일본제일 생산량을 자랑하는 

연근,명산지로서알려진 화초등,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있습니다.  

○ 시의 나무・꽃・새 

시의 나무：미루나무、느티나무 

미루나무는,생식이빠른낙옆고목으로 

카스미가우라호숫가에 죽 뻗어 수변에 비치는 

수영은[물과 초록]의 이미지에 

적합합니다.느티나무는 시내에 넓게 분포해, 

무한의 발전을 상상하게 합니다. 

시의 꽃：벚꽃 

시내에는,다양한 품종의 벚꽃이 있어 벚꽃의 

명소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바라키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나베 초등학교의 

벚꽃은, 수령 100년이상이 지난 지금도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시의새：개개비、휘파람새 

개개비는,카스미가우라주변의 갈대밭등에 

건너오는 하조로, 그 울음소리는 호수면에 

울려퍼져,초여름의 수향정서를 

고양시킵니다.휘파람새는 시내 전역에 

생식해,초록이 풍푸한 자연을 나타냅니다. 
 

 

 

 

 

 

 

 

 

 

 

○ 시의 볼것・이벤트 

키죠공원,마치카도쿠라、카스미가우라종합공원、코

마치의 객사,마나베의 

벚꽃,범예선,연꽃밭,야부사메축제,카스미가우라마

라톤겸 국제맹인 

마라톤,츠치우라키라라축제,츠치우라전국불꽃경기

대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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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비 휘파람새 



 

 

 

 

 

 

 

 

 

 

 

 

 

 

 

 

 

 

 

 

 

 

 

 

 

 

 

 

 

 

 

 

 

 

 

 

 

 

 

 

 

 

 

 

 

 

 

 

 

 

 

 

 

 

 

 

 

 

 

 

 

 

 

 

 

 

 

 

 

 

 

 

 

 

 

 

 

 

 

 

 

 

 

 

 

 

 

 

 

 

 

 

 

 

 

 

 

 

 

 

 

 

 

 

 

 

 

 

 

 2 

츠치우라시청의 안내 

본청사 야마토마치 9-1 ☎029-826-1111（대표） 

시모타카츠 2-7-27 ☎029-826-3471 보건센터 

오오마치청사(수도과) 

소방본부・츠치우라소방서 

오오마치 11-38 ☎029-821-6237 

타나카마치 2083-1 ☎029-821-0119 

본청사 보건센터 오오마치청사（수도과） 소방본부・츠치우라소방서 

미나미지소 츠와지소 카미오오츠지소 니이하리지소 

칸다츠출장소 

지소・출장소 

아라카와오키니시 2-11-28             ☎029-841-0036 

나미키 3-3-43                ☎029-821-1490 

테노마치 1505-1                      ☎029-828-1007 

후지사와 990                         ☎029-862-3515 

칸다츠마치 682-54（칸다츠지구 커뮤니티센터내） ☎029-832-3292 

미나미지소 

츠와지소 

 카미오오츠지소 

니이하리지소 

칸다츠출장소 

본청사

本庁舎
ほんちょうしゃ

 교육위원회 

카와구치운동 

 

카
스
미
가
우
라 

 

사쿠라가와 

츠
치
우
라
역 

  

사쿠라가와 

츠치우라 2 초 

법무국 
카스미가우라의료 

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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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 우체국 

츠치우라일중 

일중지구공민

관 

소방본부・츠치우라소방서 

시영제장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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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Ｆ 

７Ｆ 

６Ｆ 

５Ｆ 

４Ｆ 

３Ｆ 

２Ｆ 

１Ｆ 

８Ｆ 

７Ｆ 

６Ｆ 

５Ｆ 

４Ｆ 

３Ｆ 

２Ｆ 

１Ｆ 

Ｐ 

옥상 주차장 

어린이랜드、 

토자키보육소역앞분실 

교육장실,교육총무과 

학무과,생애학습과,문화과 

스포츠진흥과,지도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민간시설 

민간시설 

민간시설 

이바라키현현남생애학습센터 

이바라키현현남생애학습센터 

６Ｆ 

５Ｆ 

４Ｆ 

３Ｆ 

２Ｆ 

１Ｆ 

Ｂ１Ｆ 

의장,의장・부의장실,의회사무국,위원회실,회파실 

도로과,주택영선과,하수도과 

도시계획과,건축지도과,공원가로과,츠치우라역북계발사무소 

시장실,부시장실,비서과,정책기획과,행정경영과,재무과,광보광청과 

총무과,인사과,관재과,정보공개실,기사실 

상공관광과,농림수산과,농촌정비과,농업위원회사무국,감사사무국 

시민활동과,생활안전과,환경보전과,환경위생과 

과세과,납세과,회계과,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남녀공동참획과,남녀공동참획센터 
점포 

점포 

점포 

시민과,사회복지과,장애복지과,어린이복지과 

고령복지과,국민연금과 

공원 

센터 

본청사 

츠치우라 1 중 

키죠공원 

 

마치카도쿠

라 

교육위원회 

우체국 

츠와남초 

슈퍼 

센터 

츠치우라협동병원 

니이하리중 

슈퍼 

연근 

츠
치
우
라
역 

  



부서명・과명 업무내용 

본청사３층 

 

총무과 

시정촌계의확인,주거표시,비핵평화,자위관

모집,조례・규칙안심사,문서수수・발송・

보존,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시세통계,인

권옹호,방재,피재지에의 지원・원조 

인사과 

직원임면・복무・급여・

근무시간,직원정수・배치･

근무성적,복리후생보건,공무재해,직원연수 

관재과 

청사,시유재산관리,접수안내,청용자동차,

물품,자재구입,각종청부계약,물품검수,공사

・측량・설계등의 조사 

 

상공관광과 

상업・

공업진흥,상공회의소,기업유치,고용대책,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추진,관광이벤트,츠

치우라전국불꽃경기대회,마치카도쿠라「다

이토쿠」･「노무라」 

농린수산과 
농업・축산업・임업・

수산업의진흥,특산품의소비확대 

농촌정비과 
농업이수,토지개량구의지도육성,농업집락

배수시설의유지관리,지적조사 

감사 사무국 
감사위원,감사・검사・심사등의 

계획입안・조정・실시,결과보고・공표 

농업위원회사무국 
위원회,위원회위원,농업자연금,농지등의이

동・전용,농업진흥 

본청사４층 

 

도로과 

도로인정・폐지・변경,도로점용・공사・

유입허가,도로의 부원확인・

경계항설치,도로유지・보수・

청소,토목사업조사・계획,급경사지의 

재해방지,도로공사설계・시행・

감독,시도용지취득・계약・

등기,협애도로확부촉진 

주택영선과 

시영주택,시영주택등의 사용료징수,학교・

시영주택・그 외의 

시영건축물공사설계,영선 

하수도과 

하수도사용료,하수도유지관리,배수설비공

사점지정・지도,하수도사업계획・

결정,하수도사업수익자부담금,도시하수로

사업조사・계획∙실시계획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옥외광고물,국토이용계획법,도시

계획결정구역의 건축등의 

취급,도시경관,컴팩트시티의 추진 

건축지도과 

건축확인신청∙허가,도로위치지정,위반건축

물지도・단속,개발행위의 사전협의・

허인가,건축확인・검사 

공원가로과 
도시시설・공원・녹지관리,사용・

점용허가,도시계획도로설계・시공∙관리 

츠치우라역북

개발사무소 

츠치우라역앞북지구시가지재개발사업의추

진의 추진・사업에 관한 시설정비 

의회사무국 
의장・부의장의비서,회의,청원・

진정,의회에관한 조사,의회광보등의 편찬 

츠치우라시교육위원회（우라라２ ７층） 

 
교육총무과 

예산・결산,장학자금,학교・유치원의 

관리・영선 

학무과 

학교・학구,아동・취학・취원,요보호・

준요보호아동,학교보건계획・지도,아동・

학생등의 건강진단,학교급식센터 

부서명・과명 업무내용 

본청사１층 

 시민과 

주민기본대장,호적,인감등록,매화장・

화장터사용 허가,모자건강수첩 

교부,시세저증명서교부,여권신청・교부 

 

사회복지과 

살기좋은 

좋은마을만들기,민생위원,생활보호,전몰자,

재해피해자원조,일본적십자사 

장애복지과 

신체・지적・정신장애자복지,장애자의 

복지수당,신체장애자（아동）방문상담,난병

환자복지수당 

어린이복지과 

모자・부자・과부복지,아동・

아동부양수당,아동관,가정아동상담소,민간

보육소 

고령복지과 

고령자재택복지,고령자클럽,노인복지센터,실

버인재센터,요간호・요지원의 인정조사・

심사,노인방문상담,간호예방마네지먼트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진료보수의청구심사,국민건강

보험의 급부・지급,고액요양비 

대부,국민건강보험세,보험자증교부,후기고

령자의료,국민연금 

본청사２층 

 
남녀공둥 

참획과 

남녀공동참획의에 관한계획・기획・

조사,여성단체등의 지원,여성문제의 상담 

 

과세과 

경자동차세,담배세부과,시제저증명발행,원

동기부착자전거등의표식교부,시민세 

신고・부과,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의부과,특별토지보유세의 부과 

납세과 
시세징수대체계좌,독촉・재촉장발행,시세의 

체납정리・처분,결손처분 

 

시민활동과 

시민헌장,마을만들기시민회의,ＮＰＯ・

커뮤니티활동,협동추진,지구장・

마을자치회・자치회,국제교류등 추진 

생활안전과 
방범,방범등,교통안전,교통안전시설,자전

거주차장,현민교통재해공제 

환경보전과 

지구온난화방지,환경관리시스템,환경교육・

학습촉진,공해방지,감시및조사지도,공해불

만상담,카스미가우라의수질정화,생활배수・

사업장등의배수대책,방사선대책 

환경위생과 

청소업자의허가・

지도,변소치기,애완견등록,광견병예방,정

화조설치,묘지,시영영원,쓰레기수집,처분,

집적장,불법투기,재활용,쓰레기감량화추진 

회계과 
현금・유가증권,물품출납・

보관、지정금융기관,급여의지급사무 

선거관리위원회사

무국 

각종선거관리・

집행,선거관리위원해개최,선거계몽 

본청사３층 

 

비서과 비서,의식,포상,표창,시장회 

정책기획과 
총무계획,중요시책・사업기획・

조정,특병지령・신행정과제조사연구 

행정경영과 
사무분장,사무개선,행정개혁,귀성플라자、

전산업무,ＯＡ기기도입・유지관리 

재무과 
예산편성,집행관리,재무상태공표,재무계획

교부금,시채,일시차입 

광보광청과 
시정흥보,흥보지발행,시홈페이지,청원・

진정,법률상담,스피드대응 

총
무
부 

도
시
정
비
부 

교
육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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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치우라시청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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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과명 업무내용 

오오마치청사 

  수도과 

수도요금,수도이용개시・중지,검침장부・

양수기장부관리,수도시설기획・조사・

공사시설・시공・감독・

유지관리,급수장시공사,수질검사,수도보급 

소방본부청사 

  

총무과 

소방사무기획・종합조정,소방통계・

광보,소방시설정비・관리,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지도  

예방과 

화재예방・광보,건축물의 확인・

허가,소방용설비등의 설치・

지도,위험물규제・화재예방 

경방구급과 

화재・수재등의 재해경계・

조사,자주방재조직,소방단구급구조,응급수

당,환자등의 반송 

부서명・과명 업무내용 

츠치우라시교육위원회（우라라２ ７층） 

 

생애학습과 

생애학습,사회교육,공민관,사회교육학급,새

도서관개설,청소년의 

건전육성,청소년단체의 육성,청소년의 

지도・상담,어린이랜드,청소년센터 

문화과 

예술문화의 기획・실시・진흥,예술문화단 

체육성,시민회관,문화재보호・

보존,문화재보호단체,박물관 

스포츠진흥과 
스포츠진흥,레크리에이션,체육지도,스포츠

소년단,학교시설개방 

지도과 

유치원・

학교지도,교과용도서,교육원연수,교육상담,

교육에 있어서 컴퓨터활용 

보건센터 

  

건강증진과 

보건센터,휴일긴급진료소,건강진단,치과보

건,정신보건,예방접수,감염증예방,유아건

강진단,임산부・유아의 

건강상담,영양상담・지도,고령자의 

건강증진,식생활개선,간호예방사업 

츠치우라시청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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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운용구 

우라라광장 

입구 입구 

점포 점포 

점포 
역
방
면
출
입
구 

점
포 

키라라관 

당
직
실 

시청입

구 

시청입

구 미루나무 시민라운지 

시민과 

휴일창구 

회의실 

１０２ 

회의실 

역
방
면
출
입
구 

점포 

점포 
은행 

입구 

회계과 

시청입

구 

시민활동 

점포 

연수실 

１ 

연수실 

２ 
연수실 

３ 

２Ｆ 

１Ｆ 

시민라운지 

시청입구 

자료실 
남녀공동참획과 

남녀공동참획센터 

２０１ 

회의실 

회의실 
２０２ 

２０３ 
회의실 

코너 

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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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치우라시청의 안내  

업무시간…8:30～17:15（단,일부 시설 제외） 

폐청일…토・일요일,공휴일,12월 29일부터１월３일까지（단,일부 시설 제외） 

※호적등본・초본,주민표 인쇄,인감증명등의 증명서의 교부와 각종 신고,시민과 외,근처지소출장소 

창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창구에서는,목요일 20:00 까지,일요일의 8:30 부터 17:15 까지,증명서 교부등,일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우라라２） 

３Ｆ 

４Ｆ 

７Ｆ 

기자실 

농업 

위원회실 

정보공개실 

감사 

위원회실 

인사과 

비서과 

시장실 

부시장실 

 
부시장실 

 

３０３ 

회의실 

청의실 

３０２ 

회의실 

３０１ 

회의실 

１ 

２ 

３ 

４ ５ 

４０２ 
회의실 

４０１ 
회의실 

406 
회의실 회의실 

405 
회의실 
404 

회의실 
403 

도서실 

의회 

사무국 

의회 

의장실 

정부 

제３ 

위원회

실 

제２ 

위원회

실 

제１ 

위원회

실 

회파실 
１ 

회파실 
２ 

회파실３ 

회파실４ 

회파실５ 

회파실６ 

회파실７ 

회파실８ 

제４ 

위원회

실 

의장 

회의실３ 

회의실２ 

회의실１ 

교육장실 

６ 

７ ８ 

９ 

10 

11 

１ 

２ 

３ 

４ 
５ 

６ 

７ 

１ 

２ ３ ４ ５ ６ 

농업위원회사무국 

흥보광청과 스피드대응실 

농촌정비과 

농림수산과 

상공관광과 

감사사무국 

관재과 

총무과 위기관리실 

재무과 

행정경영과 

정책기획과 

비서과 

인사과 

１ 

２ 

３ 

４ 

５ 

６ 

７ 

８ 

９ 

10 

11 

건축지도과 

도시계획과  마을만들기추진실 

공원가로과 

츠치우라역북부개발사무실 

하수도과 

도로과 

주택영선과 

시의회 의회사무국 

１ 

２ 

３ 

４ 

５ 

６ 

７ 

교육총무과 

지도과 

학무과 

생애학습과 

문화과 

스포츠진흥과 

１ 

２ 

３ 

４ 

５ 

６ 



경찰은「☎110」,소방・구급은「☎119」에 

전화를 하면 연결됩니다.휴대전화와 

공중전화에서도 무료로 통화가 

가능합니다.당황하지말고 진정하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를 말할 수 없는 경우,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 또는,일본어 사용 

가능자에게 전화를 바꿔주세요. 

（１）교통사고・범죄피해를 입었을 때 

이바라키현경찰본부 ☎110 

● 경찰에 신고 

교통사고,도난,상해등의 피해시,즉시「☎110」의 

경찰에 신고해주세요．24시간 접수 받고 

있으므로,긴급시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 경찰에 신고 방법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① 무슨 일이 

있었는지（교통사고,도난,상해등） 

② 언제,어디서（발생시간,장소） 

③ 자신의 이름,연락처（전화번호） 

를 말해주세요． 

● 교통사고 시 

작은 사고라도「☎110」에 연락하던지,가까운 

경찰서,파출소에 연락합시다. 

그 때,상대의 

① 주소 

② 이름 

③ 전화번호 

④ 운전면허증번호 

⑤ 차량번호 

를 기록해주세요． 

● 범죄피해시 

범죄피해시에는、 

① 언제,어디서（발생시간,장소） 

②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를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또,도난피해시에는,가능한한 현장을 그대로 

놔두세요．또한,예금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등을 

도난당했을 시에는,지불을 중지하는 수속이 

필요함으로,즉시 은행과 신용카드에 

연락해주세요. 

 

 

 

（２）화재・구급상황시 

이바라키소방지령센터 ☎119 

● 소방・구급의 신고 

화재,응급,큰상처등,서둘러 치료가 필요한 

경우,즉시「☎119」의 소방에 

신고해주세요.주소를 

전할시에는,먼저「츠치우라시」라고 말한후 상세 

주소와 상황을 말해주세요. 

● 소방 신고 방법 

화재시는, 

① 화재입니다. 

② 주소（화재장소）는츠치우라시  입니다. 

③ 저의 이름은 _____입니다. 

④ 전화번호는     입니다. 

⑤ 무엇이 타고 있는가를 전해주세요. 

상처또는 병에 걸렸을 때, 

① 구급입니다. 

② 주소는츠치우라시 입니다. 

③ 저의 이름은     입니다. 

④ 전화번호는     입니다. 

⑤ 상처 또는 병의 상태를 전합니다. 

● 소방차를 부를 때 

화재시에는,「☎119」에전화해 소방차를 

부릅니다.그리고 큰 소리로「불이야！」라고 

소리질러 주위에 알립니다.소방차가 

도착할때까지는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소화기 등으로 불을 끕니다.초기소화에는 

소화기가 유효합니다.평소에 준비와 사용법을 

익혀둡시다.단,연기가 심할 떄와 불이천장에 

다을정도로 클 때에는,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니,즉시 현장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주세요. 

● 구급차를 부를 때 

응급한 병,큰 상처등,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119」에 전화해 구급차를 불러 

주세요．진정하고 자신의 주소,이름,부근의 

목표가 될만한 것,상처와 병의 상태를 전합니다. 

일본에서는 구급차를 부를때는 무료 입니다만, 

자가용,택시로 병원에 갈 수 있는 가벼운 상처와 

병일 때는 이용을 삼가해주세요. 

１．긴급상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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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재류관리제도 

시민과 ☎내선 2289 

● 재류관리제도에 대해서 

재류관리제도는，일본에 중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재류상황을 파악하기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자는,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재류자격을 

가지고 ３개월이 넘는 기간 재류하는 

외국인입니다． 

● 각종 수속에 대해 

특별영주자는,시청에서 수속합니다만,그외의 

재류자격의 사람은 입국관리국에서 수속합니다． 

● 재류카드의 교부 

재류카드는,중장기간 체재하는 외국인에게, 

재류자격의 변경허가,재류기간의 변경허가등의 

재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교부됩니다．

(특별영주자는,특별영주자증명서가 

교부됩니다．)또한,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재류자격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간주재입국제도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가진 외국인이 

출국할시、 출국후 1 년이내에 일본에서의 

활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재류에 관한 수속 

① 이름、국적・지역등을 변경할 때 

결혼등 이름,생년월일,성별,국적,지역을 

변경할때에는,변경한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와 

새로운 여권등을 입국관리국에 지참해, 

재류카드를 작성해주세요. 또한, 특별영주자는, 

시청에서 수속해주세요. 

②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때 

 분실과 도난,멸실,눈에띄게 

더럽혀졌을때에는,유실신고증명서등 분실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와 여권,사진을 지참해 

수속해주세요. 

③ 재류자격에 의거한 활동의 변경 또는 

재류기간이 종료했을 때 

 재류자격변경신청  

및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하여주십시오 

● 도쿄입국관리국 

재류자격의 취득∙변경,재류기간의 

갱신,재입국허가등의 재류수속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도쿄입국관리국(동경도미나토구코 5-5-30） 

  ☎03-5796-7111 

○ 동경입국관리국 미토출장소 

 （미토시죠난 2-9-12제３프린스빌딩１층） 

  ☎029-300-3601 

（２）주민기본대장제도 

시민과 ☎내선 2286 

● 외국인의 주민기본대장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의 

교부대상자는,일본인과 동일하게 주민기본장부에 

기재되,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제도의 주된 내용〕 

○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전원이기재된 증명서(주민표 복사본)가 

발행됩니다. 

○ 전입・전출・전거등은,시청에 신고합니다. 

（입국관리국에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 전입・전거등의 주민기본대장상의 수속은,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위임이 가능합니다.  

주민표가 작성된 외국인 

입국관리법에 의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３

개월넘게 재류해, 주소를 가진사람은,다음의 ４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중장기재류자（재류카드교부대상자） 

3 개월이하의 재류기간의 외국인과 

단기체재∙외교∙공용의 재류자격이외의 외국인 

② 특별영주자(특별영주자증명서교부대상자) 

입관특별법에 의해 정해진 특별영주자 

③ 일시비호허가자 또는 가체재허가자 

 입국관리법의 규정으로 일시비호를 위해 

상륙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난민인정을 

행하여,임시적으로 일본에 체재하는 것을 

허가받은 외국인 

④ 출생또는 국적상실에 의한 경과체재자 

외국인이 된 이유가,출생과 

일본국적상실인사람(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0일 까지의 기간은,재류자격없이 재류 

가능） 

２．재류관리제도와 주민기본대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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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호적제도 

시민과 ☎내선 2287 

● 일본의 호적제도 

일본에서는, 부부와 자녀를 단위로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결혼했을 때,이혼했을 때,사망했을 

때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기록하는 호적제도가 

있습니다.외국인은 호적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만,변동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주세요.또, 출산과 결혼,사망했을 때 

등은,시청과 본국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수속해주세요. 

● 아이가 태어났을 때(출생신고) 

일본국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태어난나을 

포함해 14일 이내에 

출생신고해주세요.일본국외에서 태어났을 

때에는,문의 해주세요.양친의 어느 한쪽이 

일본국적을 소유하고 있는경우는,일본국적을 

취득할수 있습니다만,조건이 있으므로 

태어나기전에 문의해주세요.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는경우는,태어나고 30일이내에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의 취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본국에서도 출생을 

신고해주세요.수속방법등 자세한 것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해주세요. 

● 친족 또는 친구가 사망했을 때(사망신고)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 사망 했을 때는, 

사망의사실을 안 날로부터 ７일 이내에 호적법에 

정해진 신고인이 신고해주세요.그외,사망한 

사람의 재류카드는, 친족등이 가장 가까운 

입국관리국에 반납해주세요.또한,사망을 본국에 

보고해주세요. 

● 결혼 했을 때（혼인신고）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이 결혼했을 때는, 

혼인신고를 해주세요.신고한 날로부터 

법률상으로 혼인이 인정됩니다.또한, 결혼시에는, 

본국에도 보고해주세요.수속방법등 상세한 

것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해주세요.외국인이 일본에서 혼인을 신고할 

경우에는,수종류의 서류가 필요함으로, 그 

내용도 본국에 따라 다릅니다. 

 

● 이혼 했을 때（이혼신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일본인배우자의 

이혼은, 일본의 법률에의해 가능합니다.이혼의 

신고를 해주세요.단,외국인끼리의 부부가 일본의 

법률로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이혼에는, 협의이혼과 가정재판소가 

관여해 성립하는 조정이혼,심판이혼등 5 개의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２）전입・전거・전출등의 신고 

시민과 ☎내선 2286 

● 주거지의 신고（전입신고） 

일본에 ３개월 이상 체재하는 외국인은, 

재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주거지의 

시청에 외국인으로부터의 전입을 신고해주세요.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카드의 발행을 받은 사람은 

재류카드를,여권에[재류카드후일교부]도장을 

받은 사람은 여권을 지참해,신고해주세요. 

● 타 시정촌에서 츠치우라시로 이사 

  온경우（전입신고） 

주거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주세요.재류카드, 이전 거주지에서 

발행한 전출증명서,통지카드등 

또는,마이넘버카드를 가져와주세요. 

● 츠치우라시에서  타 시정촌으로 이사갈 경우（전출신고） 

시외로 이사할 경우는,미리 

츠치우라시청에서전출 신고가 필요합니다.이사 

날로부터 14일전부터 수속 가능합니다. 

재류카드,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만)을 

가져와주세요. 

● 츠치우라시내에서의 주소변경(전거신고) 

주거지을 변경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전거신고해주세요.재류카드,통지카드 또는 

마이넘버카드,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만)가져와주

세요. 

● 츠치우라시에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전출신고） 

국외에 출국하는 날의 14일전부터 

접수합니다.또한, 1 년이상 국외에 

출국해,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도, 시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３．신고・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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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인감・인감등록 

시민과 ☎내선 2286 

● 인감 

일본에서는,다양한 신청을 할때,사인과 

동일한의미로 자신의 성과 이름을 새긴 인감을 

사용합니다.인감은,전문점등에서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택배를 받는등,일상에서 

자주사용하는[미토메인]과 집과 자동차를 

살때등,중요한계약에 사용하는 [실인]이 

있습니다. 

● 실인 

시청에서 인감등록을한 인감을 

[실인]이라고합니다.실인은,자동차의 등록과 

부동산의 등기,금전대차의 보증등,중요한 거래에 

사용됩니다.실인으로서 사용하는 

인감은,미토메인보다 크고,위조하기 어려운 것을 

사용합니다. 

● 인감등록수속 

츠치우라시에 주민등록되어있는 

만 15세이상의사람은,１인１개의 인감등록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되어있는 이름,성또는 

이름,또는 이름의 일부를 조합한것에 

한합니다.등록신청은,본인임을 

확인가능한것(재류카드등)이 필요합니다.인감이 

등록되면 츠치우라시민카드가 교부됩니다. 

● 등록불가능한 인감 

○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있는 이름,성 또는 

이름의 일부를  표시 안하는 것 

*직업,자격등 이름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  

○ 한자를”가나”로,또는”가나”를 한자로 고쳐서 

표시하는 것  

○ 고무인등 인재가 변화하기 쉬운 것 

○ 인감의 크기가 한변의 길이가 

8mm 이상 25mm 이하의 정방형이 아닌 것 

○ 인영이 불선명 또는 글자가 읽기 

어려운것,또는 일부가 빠져있는 것 

○ 같은 세대에,이미 인감등록되어 있는 것 

○ 그외, 특히 불적당하다고 인정된 것 

 

 

● 츠치우라시민카드・인감등록증（카드） 

인감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츠치우라시민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이 카드는, 인감등록증명서를 

받을 때 필요함으로, 중요하게 

보관해주세요.만일, 분실하거나 파손됬을 때에는, 

신고해주세요.인감등록증명서는, 

츠치우라시민카드를 지참한 뒤, 시민과랑 

각지소∙출장소에서 교부가능합니다.또는, 

비밀번호를등록하면 시청본청사１층 시민과 

휴일창구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교부기를 

이용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매일 8:00부터 20:00까지(연말연시의 폐청기간 

및 점검일을 제외)로, 인감등록증명서외에 

주민표도 발행 가능합니다. 

３．신고・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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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일본어 배우기 

 

시민활동과 ☎내선 2030 

남녀공동참획과 ☎내선 2506 

● 일본어교실 

외국인대상의 일본어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보란티어 일본어교사가, 레벨에 맞춘 

내용으로 맨투맨 또는 그룹으로 １회  

２시간정도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일본어능력검정시험과 일상회화등, 

개인에 맞춘 내용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또한,교사와의 교류이벤트등도 

있으므로,부담없이 한 번 찾아와 주세요. 

◆ 츠치우라시 국제교류협회・

츠치우라유네스코협회의 일본어 교실 

일시：매주수요일 13:30～15:30 

   매주목요일 19:00～21:00 

장소：일중지구공민관（오오테마치 13-9） 

수강료：월 500엔 

※그외, 교재비로 약 2500엔이 듭니다. 

（처음만） 

문의：시민활동과（내선 2030） 

◆ 남녀공동참획과의 일본어교실 

일시：매주토요일 13:30～15:00 

장소：남녀공동참획과（야마토쵸 9-1） 

수강료：무료 

문의：남녀공동참획과（내선 2506） 

（２）거주 

● 집을 빌릴 떄 

일본의 임대주택에는, 민간주택과 

공영주택의 2 종류가 있습니다.민간주택은, 주로 

부동산업자가 취급하고, 공영주택은, 시와 현이 

취급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는, 토지와 집의 

넓이를 “평(坪
つぼ

)”라는 단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１평은 약 3.3 ㎡입니다.방의 넓이는 

６조,８조 라는 타타미의 개수로 표시합니다만, 

타타미 １장의 크기는 약 180cm×약 90cm입니다. 

※참고：방의 종류의 표시 

K：키친 

 DK：다이닝키친 

 1DK：방１개와 다니닝키친 

 LDK：리빙・다이닝키친 

 2LDK：방２개와 리빙・다이닝키친 

● 민간의 임대주택 

일본에서 민간주택을 찾을 때는, 통상, 

부동산업자에 의뢰합니다.주택과 아파트, 맨션의 

임대부터 매매까지, 많은 정보를 

제공해줍니다.주택을 빌릴 때는, 거주하고 싶은 

장소와 예산, 방수와 방의 배치등의 정보를 

전하고, 건물을 소개 받습니다.또한, 

부당산업자에 갈때에는, 일본인 지인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 민간주택의 임대계약 

부동산업자에 건물을 소개받아, 희망하는 건물을 

찾았을 때는, 임대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기전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용을 보여줘, 내용을 잘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임대료등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본인 대신 임대료를 부담할 

연대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계약할 때 필요한 것〕 

① 임대료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선불인 경우가 많음으로, 

첫달의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② 보증금 

임대료를 지불 못하게 됬을 때와 수리가 

필요한경우의 담보로서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입니다.평상시에는  해약시 전부 또는 일부가 

돌아옵니다. 

③ 사례금 

집주인에게 사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평상시에는   해약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④ 공익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공동으로 

사용하는장소의조명과 청소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⑤ 중개수수료 

건물을 소개해준 부동산업자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⑥ 재류카드 

⑦ 인감등록증명서 

⑧ 소득증명서 

〔거주시 주의사항〕 

○ 집주인의 허가 없이 벽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못을 박는 등, 방 디자인을 바꾸면 안됩니다. 

○ 심야의 파티와 큰소리로 음악을 듣는등, 

주변에 폐를 끼치면 안됩니다. 

○ 임대한 방을 허가없이,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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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갱신・해약〕 

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은 ２년의 경우가 

많고,갱신할 때는 임대료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해약시에는, 사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연락시기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써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확인하고 

수속해주세요.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계약시에 

지불한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 시영주택・현영주택 

주택영선과 ☎내선 2420 

츠치우라시에는,임대료를 싸게한 시영과 현영의 

공영주택이 있습니다.입거에 관해서는, 주택을 

찾는 것에 문제가 있고 소득이 일정 기준의 

사람이 대상입니다.임대료 및 경비는, 입거할 

주택과 가족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또한, 

임대료등의 감면제도도 있습니다.또한, 

임대시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① 시영주택은 시내,현영 주택은 현내에 주소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 

② 동거 또는 동거하려고 하는 친족이 있는 사람 

③ 현재、거주에 문제가 있는 사람 

④ 세금(시세)등을 체납이 없는 사람 

⑤ 수입기준에 맞는 사람 

⑥ 폭력조직원이 아닌 사람 

※독신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３）라이프라인 

● 전기 

１.전기를 사용할 때는 

이사와서 처음 전기를 사용할 때는, 현관과 방의 

벽등에 연결된 분전판을 다음 순서로 조작해 

주세요 

① 암페어 브레이커의 손잡이를 「入
い り

」으로 

한다. 

② 누전차단기의 손잡이를「入
い り

」으로 한다. 

③ 배선용차단기의 손잡이를「入
い り

」으로 

한다.（안전기의 경우는 뚜겅을 

닫는다）이렇게 하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비치된 [전기사용개시수속서]에 

계약자의 이름, 사용개시일등을 기입해, 

우편포스트에 넣어 주세요.또한, 인터넷등도 

신청가능합니다. 

【도쿄전력ＨＰ】http://www.tepco.co.jp 

 

 

２.암페어브레이커 

계약한 암페어량에 따라 동시에 사용가능한 

전기의 양이 다릅니다.용량을 넘으면 브레이커가 

작동해서 전기가 끊깁니다.사용하고 있는 

전기기구를 줄이고 브레이커의 스위치를 

넣어주세요.암페어브레이커의 용량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무료로 교환 가능합니다만, 

기본요금이 변경됩니다. 

３.전기기구 

일본의 전압은 100볼트로, 주파수는 

츠치우라시를 포함한 동일본에서는 50헤르츠, 

서일본에서는 60헤르츠입니다.전기기구를 

사용하기전에 전압과 주파수의 규격이 맞는가 

확인해주세요.전압과 주파수가 맞지않는 기구는, 

화재등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으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４.전기요금의 지불방법 

계약하고 있는 전기회사로부터 발급되는 

지불용지를 사용해 은행과 우체국, 편의점등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은행과 우체국등의 

계좌로부터 전기요금의 자동 납부도 가능합니다. 

문의：도쿄전력츠치우라영업소（☎029-822-5243） 

● 가스 

１.가스를 사용할 때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도시가스와 

프로판가스의 ２종류가 있어,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가능한 지역과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가스기구를 구입할 때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사용불가능한 것이 있음으로, 

주의해주세요. 

２.도시가스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는, 동부가스 또는 

일본가스에 연락합니다.전화로 이름과 주소를 

알리면 적당한 날에 담당원이 집에와서 가스를 

개전해줍니다. 

문의：동부가스이바라키남지소（☎029-821-1107） 

일본가스츠치우라영업소（☎029-842-8350） 

３.프로판가스 

츠치우라시에서 지역에 따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프로판가스를 취급하는 

각각스회사에 연락합니다. 

４.가스요금의 지불방법 

계약하고 있는 가스회사로부터 발급되는 

지불용지를 사용하여 은행과 우체죽, 

편의점등에서 지불 할 수 있습니다.은행과 

우체국등의 전기요금의 자동납부도 가능합니다. 

４．생활 

11 

http://www.tepco.co.jp/


５.가스 사용시 주의 사항 

가스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것에 주의해주세요.  

① 가스를 사용할때는 환기선을 사용합니다. 

② 전화와 소화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③ 외출시와 취침시에는 원전을 닫습니다. 

６.가스누출이 발견되었을 때는 

가스의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원전을 닫고, 

창문과 문을 열어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고, 

가스회사에 연락합니다. 가스가 새는 경우는, 

전기기구의 스위치를 킬 때 불에 의해 가스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음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스위치를 손대지 않도록 합니다. 

● 상수도 

수도과 ☎029-821-6237 

１.상수도를 사용할 때는 

츠치우라시의 수도수는, 연소처리를 해, 

그대로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새로운 수도를 

이용할 때는 수도과에 연락해주세요. 

２.수선을 할 때는 

주택내의 수도관의 파손 또는 급수기구등의 

수리는, 츠치우라시지정 급수장치공사사업자에 

의뢰해주세요.공사업자를 모를 때는 수도과에 

문의해주세요.또한, 공사를 지정업자외의 곳에서 

한경우, 그 공사는 위반으로, 전부 다시 해야 

함으로 주의해주세요.또한, 도로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수도과에 알려주세요. 

３.상수도요금의 지불방법 

수도의 검침・요금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제일환경으로부터 발급되는 납부서를 사용해, 

은행과 편의점등에서 지불가능 합니다.은행과 

우체국등의 계좌로부터 수도요금의 자동납부 

또는 신용카드지불도 가능합니다. 

● 하수도 

하수도과 ☎내선 2255 

１.하수도를 사용할 때는 

하수도가 정비되어 있는 지역에서 공용하수도를 

사용할 때는, 수도의 사용량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우물물을 사용할 때는 하수도과에 연락해주세요. 

 

２.하수도사용료의 지불방법 

하수도의 검침・요금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제일환경으로부터 발급되는 납부서를 사용해, 

은행과 편의점등에서 지불가능 합니다.은행과 

우체국등의 계좌로부터 수도요금의 자동납부 

또는 신용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４）쓰레기 버리는 방법 

환경위생과 ☎내선 2444 

츠치우라시에서는, 친환경 사회를 실현하기위해, 

쓰레기의 자원화∙감량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쓰레기는 집적장의 룰을 지켜, 

올바르게 버려주세요. 

◎ 정해진 수집일∙수집장에 버려주세요. 

◎ 당일 

아침 8:30（츠치우라지구）,8:00（니이하리지

구）에 버려주세요。야간과 

수집후,수집일이외의 날은 절대 버려지 

말아주세요. 

◎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별해, 각각의 

쓰레기날에 버려주세요. 

◎ 쓰레기 봉투는 내용물이 나오지 않도록 꽉 

묶어 버려주세요. 

쓰레기 버리기 룰을 지키지 않으면 주위에 

폐가되고,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수집일과 

수집장등을 모르는 사람은, 문의 해주세요. 

● 분리수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음식물 쓰레기],[용기포장플라스틱 

쓰레기], [타지않는 쓰레기], [자원이 되는 

것]으로 분류해 수집합니다.[대형쓰레기는], 

종류별로 유료로 각가정에 수집하러 

방문합니다.빈병∙빈캔∙낡은 

천∙건전지∙종이류∙페트병은,[자원이 되는 

것]으로서 수집해,재이용하고 있습니다.[타는 

쓰레기],[음식물 쓰레기],[타지않는 쓰레기]는, 

츠치우라시지정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주세요.지정의 쓰레기 봉투는, 슈퍼마켓, 

편의점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타는 쓰레기 

더러워진 종이쓰레기와 천, 종이귀저귀, 

가죽∙고무제품, 소량의 초목류등을, 

츠치우라지구는 빨간색의 지정 봉투, 

니이하리지구는,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넣어 

버려주세요. 수집일은 주 2 회입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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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메탄가스와 퇴비로 

재활용됩니다.조리 음식물 쓰레기, 작은 

조개껍질, 새우, 꽃게껍질, 찻잎,커피가루, 

홍자등의 티백, 미개봉의 불요식품등을 가볍게 

물을 뺀 후 노란색 지정봉투에 넣어, 꽉 묶어 

버려주세요.수집일은 주２회로, 타는 쓰레기와 

같은 날입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시간은 

다릅니다. 반드시 수집 당일 아침에 버려주세요. 

● 용기포장 플라스틱 쓰레기 

용기 포장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상품을 넣은 

플라스틱제의 제품과 상품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을 일컫는 것으로,    “플라마크”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이것들은, 화학원료와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됩니다.식료품과 

일용품의 페트병, 식료품과 일용품의 

컵,팩,식료품의 쟁반,식료품과 일용품의 

봉지,포장 봉지,네트캡,발포스티로폼등의 

더러워진 부분을 씻어내고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넣어, 꽉 묶어 버려주세요.수집일은 

츠치우라 지구가 주 1 회로, 니이하라지구가 월 

２회입니다. 

● 타지 않는  쓰레기 

도자기류와 금속류, 유리, 칼을 츠치우라지구는 

청색의 지정봉투, 니이하리 지구는 콘테나에 

넣어 버려주세요.소형의 전화제품은, 어느 

지구도 청색의 지정봉투에 넣어 버려주세요 

수집일은 주 1 회입니다. 

● 대형 쓰레기 

대형가전제품과 가구, 이불∙매트류,자전거,유구등 

지정봉투１장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의 것, 그 외 

지정봉투에 들어가도 묶을 수 없는 것은 

대형쓰레기 입니다.대형 쓰레기를 버릴 때는, 

사전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대형 쓰레기의 

접수 전화（☎029-826-4800）에 연락 후에, 

품목에 따라 금액의 대형 쓰레기처리권을 

취급점에서 구입하여 대형 쓰레기에 붙여, 

수집일의 아침 8:30까지 도로로부터 보이는 

장소에 버려주세요.또한,가전 제품중 컴퓨터, 

텔레비전, 

에어컨,냉장고,냉동고,세탁기,의류건조기등의 

대형가정전화제품은 수집할 수 

없습니다.전기판매점등에서 인수 받아주세요. 

● 수집 하지 않는 쓰레기 

에어컨,텔레비전,세탁기,의류건조기,냉장고,냉동고,

컴퓨터,바이크,소화기,금고,타이어,블록,기와,의료

폐기물,농약,도료,밧데리,프로판가스봄베,농업용기

기,콘크리트,펌프류,건설폐재등은 수집할 수 

없습니다.새로 구입시에 판매접에서 인수 

받던지, 전문업자에 처분을 의뢰해주세요.또한, 

회사와 음식점등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나온 

쓰레기도 수집 불가능합니다. 처분방법에 

대해서는, 문의해주세요. 

●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처리기기의 보조제도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해, 가정용 음식물 

쓰레처리기기를 구입한 사람에게,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대상기종은, 

컴포스트용기,EM 보카시용기,전기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３종류입니다.음식물 

쓰레기처리기기로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가정정원과 화단의 비료로 사용해주세요. 

※ＥＭ보카시용기는 정기적으로 무료배포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문의해주세요. 

● 쓰레기 소각의 금지 

야외에서의 쓰레기 소각은 법률로 원칙금지 

되어있습니다.정원 나무의 가지치기한 가지와 

낙엽의 소각이여도, 냄새와 연기에 의해 주위에 

폐를 끼치게 됨으로 주의해주세요. 

（５）개・고양이등의 애완동물 

환경위생과 ☎내선 2407 

● 주인의 책임 

애완동물로서 동물을 기를 때는, 그 동물에맞는 

알맞은 사육법을 해,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주의함과 동시에, 주위의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해를 가한다던지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애완견의 등록 

개를 기를 때는, 취득한 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생후 90일 경과후에 등록해야만 

합니다.등록하면 [애완견의 감례]를 

교부함으로,반드시 목줄에 달아주세요.또한, 

등록후에 사망했을 때는 [사망신고],주인의 

주소와 이름에 변경이 있을때는 

[주소등변경신고]를 제출해주세요 

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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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견병 예방주사 

개를 키울 때는, 광견병의 예방접종을 매년 1 회 

받아야만 합니다.광견병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최근은, 일본국내에서의 발병사례는 

없습니다만, 주변국에서는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외국으로부터의 유입동물을 통해 

발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시가 행하는 집합주사와 

동물병원에서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세요. 

（６）마을회와자치회・생활의 매너 

● 마을자치회에 가입합시다 

시민활동과 ☎내선 2456 

일본의 사회에서는, 옛날부터 이웃과의 연대를 

중요시 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마을회∙자치회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협력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을내의 회원의 여러분들로 조직된 

임의의 단체입니다.츠치우라시의 

마을회∙자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① 환경미화활동（쓰레기집적소의 관리와 

일제청소등） 

② 광보활동（마을회와 시로부터의 

안내(광보츠치우라)의 배포와 회람등） 

③ 방범활동（방범등의 설치와 관리,패트롤등） 

④ 방재활동（각종재해등에 대비한 방재훈련과 

방재창고의 관리등） 

⑤ 지역교류활동（여름축제등） 

츠치우라시에서는, 시민의 많은 사람이 

마을회∙자치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참가 가능합니다.가입에 대해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마을회(자치회)장과 반장, 

또는 시민활동과에 문의해주세요. 

● 일본생활 주의사항 

１.일상생활에서의 소음 

일본의 주택의 많은 수가 좁고,이웃집과도 

접근해 있는 경우가 있음으로, 아파트 등에서는, 

벽을 통해 소리가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파티등으로 떠들거나, 텔레비전과 

음악을 큰소리로 듣는등의 행위는 주의에 폐가 

됩니다.특히, 이른아침과 심야의 시간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양옆과 위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기분을 생각해주세요. 

 예）소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소리 

・큰소리로 대화 

・텔레비전과 라디오, 악기등의 소리 

・목욕과 샤워소리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 

２.주택을 사용할 때 

집주인 허락없이 동거인을 늘린다던지, 타인에게 

전대한다던지, 리폼등을 해서는 안됩니다.집주인 

또는 부동산에 상담해주세요.또, 키친의 

기름얼룩과 욕조의 곰팡이, 벽에 구멍을 뚫거나 

하면 이사할 때에 담보로서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３.주택의 공유 스페이스 사용법 

아파트∙맨션의 방의 밖에 있는 복도와 

계단부분은 살고 있는 사람의 

공유스페이스입니다.지진이나 화재시, 이 

공유스페이스는 피난통로로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개인의 물건을 놓아두지 않도록 합시다. 

４.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때 

아파트나 맨션의 안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금지된 주택도 있습니다.미리  

계약내용등을 확인하고 키웁시다. 

５.집에 들어갈 때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발은 현관에서 

벗습니다.벗은 신발은, 현관입구에 발끝을 

향하게 가지런히 놓아두는 것이 매너입니다. 

６.목욕시 

일본의 주택의 욕실은, 많은 수가 화장실과 

별개의 장소에 있습니다.또, 욕조는 서양식의 

것과 비교하여 깊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가정에서는, 자원의 절약을 위해, 최후의 사람이 

사용을 끝낼때까지 욕조의 따뜻한 물은 

빼지않고, 다 함께사용합니다.그 때문에, 몸을 

씻을 때는 욕조밖에서 씻고,비누거품을 전부 

씻어낸후 욕조에 들어갑니다.욕조의 안에서는 

몸을 씻지 말아주세요.특히, 온천과 

목욕탕에서는 주의해주세요. 

７.공공장소를 사용할 때 

공원과 공공시설등을 사용할 때는, 그 장소의 

룰에 따라주세요.또, 후에 사용할 사람을 생각해, 

정리와 청소를 해주세요. 

８.담배와 쓰레기 버리기 금지 

담뱃재와 검,빈 캔등을 노상과 쓰레기통 이외의 

장소에 버리지 말아주세요.담배를 피는 사람은, 

휴대용 재털이를 들고 다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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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은행 

은행에서는, 예금과 대출, 해외 

송금, 공공요금의 자동납부등이 가능합니다. 

 ＜은행의 영업시간＞ 

월～금요일 9:00～15:00（토・일・공휴일은 

쉽니다.현금자동입출기(ATM)은, 야간과 

휴일에도 이용가능 합니다만, 은행과 점포에 

따라 다릅니다. ） 

● 은행계좌를 만들 때 

재류카드와 여권, 운전면허증등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과 인감이 필요합니다.계좌를 

만들때에 사용한 인감은, 후에 필요함으로 

소중히 보관해주세요.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 

현금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현금카드가 있으면 

ATM 에서 인출과 예금, 입금등이 

가능합니다.편의점과 자신의 계좌를 만들지 않은 

ATM 도 사용가능하지만, 돈을 인출하는 곳과 

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듭니다. ATM 은 은행과 

편의점,상업시설,공항,역등에 있습니다. 

● 국제송금 

은행에서[외국송금신청서]에 송금상대의 

주소,이름,은행명,계좌번호등을 기입해 

의뢰합니다.송금상대의 은행에서도 수수료가 

듭니다.송금일수와 요금등은 은행에 

문의해주세요. 

（８）우편 

『〒』
ゆうびん

마크가 있는 곳이 

우체국입니다.우체국에서는, 엽서와 편지,짐의 

집배업무외, 저금과 입금,해외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내우편 

보통엽서는 52엔,편지는 82엔부터 일본전국에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낼 때는, 무게에 따라 

정해진 요금의 우표를 붙이고 『〒』
ゆうびん

마크가 붙은 

우편포스트에 넣던지, 우체국에 직접 

가져가주세요.우표는, 우체국과 편의점등에서 살 

수 있습니다.서둘러 배달하길 원하실 때는 별도로 

요금을 지불해 [속달]로 하면 통상편보다 빨리 

도착합니다. 또한,중요한 문서와 물건은 [등기]로 

하면 만약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국제우편 

국제우편에는, 70엔균일의 국제우편엽서와 

90엔균일의 항공서간이 있습니다.그 외, 해외에 

편지와 짐을 보낼 때는, 항공편, 배편, 

에코노미항공편의 ３개의 발송방법이 있어, 각각 

요금과 도착까지의 소요일수가 다릅니다.또, 

크기와 무게, 나라에 따라 보낼 수 있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９）택배편 

짐을 보낼 때에는, 우체국외에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우체국까지 떨어져 있다거나  큰 짐을 

보낼 때는 택배편이 편리합니다. 편의점등에서 

취급하는 외, 들고가기 어려운 것은 집까지 

가지러 와줍니다. 

（10）전화 

● 고정전화의 신설 

１.집에 고정정화를 신설할 때 

ＮＴＴ(일본전신전화: ☎116)에 

신청합니다.신설에는, 계약료와 전화가입의 

시설설치부담금,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신청에는, 

이름과 주소를 증명할 것(재류카드,여권, 

운전면허증등)이 필요합니다. 

２.고정전화요금의 지불방법 

기본요금과 다이얼통화료가 매월청구 

됩니다.전화회사로부터 발송되는 지불용지를 

사용하여 은행과 우체국, 편의점등에서 지불 할 

수 있습니다.은행과 우체국등의 계좌 자동납부도 

가능합니다. 

● 휴대전화 

１.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휴대전화회사등에 

신청합니다.신규의경우,전화기기대금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신청에는, 이름과 주소를 증명할 

것(재류카드, 여권,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２.휴대전화 요금의 지불 방법 

기본요금과 다이얼통화료가 매월청구 

됩니다.휴대전화회사로부터 발송되는 지불용지를 

사용하여 은행과 우체국, 편의점등에서 지불 할 

수 있습니다.은행과 우체국등의 계좌 자동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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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전화 

일본에서 해외에 전화를 걸때는, 직접 

다이얼하는 방법과 오페레이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오페레이터를 통한 

방법이 비교적 요금은 비싸고, 더불어 통화시간, 

상대국, 통화회사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 국제전화 거는 방법 

〔접속번호〕＋〔010〕＋〔국가번호〕＋〔지역번호〕

＋〔상대의 번호〕 

※지역번호의 처음의 번호가 “０”인 경우는 

０을누르지 않습니다. 

※〔접속번호〕는 통화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예≫ 

・ＫＤＤＩ：001 

・ＮＴＴ커뮤니케이션즈：0031 

・소프트뱅크텔레콤：0061 

（11）대중교통기관 

츠치우라시내의 교통기관에는 철도, 버스,택시가 

있습니다.철도는 일본전국에 놓여져, 열차를 

갈아타면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 갈 수 

있습니다.시내에는 JR 죠반선이 있어 츠치우라역, 

아라카와오키역, 칸다츠역의 3 곳 역이 

있습니다.버스는 시내의 주요한 곳을 달리고 

있음으로, 각각의 목적에 응해 이용해주세요. 

● 철도 

시내에는, 도쿄에서  츠치우라시를 거쳐 

미야기현까지를 잇는 JR 죠반선이 

있습니다.시내에는 츠치우라역, 아라카와오키역, 

칸다츠역의 3 곳 역이 있어, 특급열차를 이용할 

경우, 츠치우라역에서 도쿄역까지 약 50분, 

현청소재지가 있는 미토역까지 약 30분에 

도착됩니다.요금은, 출발역과 도착역에 따라 

다릅니다.중학생이상은 성인요금,12세 미만은 

어린이요금으로, 성인요금의 약 반액입니다. 

〔전차 타는 법〕 

① 역의 노선도에서, 목적의 역까지의 요금을 

확인합니다. 

② 자동판매기에 돈을 투입해,목적의 역까지의 

요금이 표시된 금액의 버튼을 누르면 표가 

나옵니다. 

③ 자동개찰기에 표를 삽입합니다.삽입후, 

개찰기의 끝에 있는 슬릿으로부터 표가 

나옵니다. 

④ 표를 뽑고, 개찰기의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역의 자동권매기 또는 창구에서 판매하고 

있는,미리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프리페이카드는, 자동개찰기의 센서에 카들을 

대면 타고 내리기가 가능해, 전차의 환승등도 

쉽게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버스 

시내에는, 츠치우라역을 중심으로, 관동철도와 

제이알버스관동의２개의 민간버스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요금은, 승차거리에 따라 

다릅니다.중학생이상은 성인요금,12세미만은 

어린이 요금으로,성인요금의 약 반액입니다.또한, 

버스노선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환경을 배려해 버스이용자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츠치우라역발착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활성화버스[키라라쨩]이 있습니다. 

요금은 어른이 100엔으로 초등학생이하의 

어린이가 50엔입니다. 

〔버스 타는 법〕 

① 버스는 각각 정해진 노선을 운행해, 정해진 

정류소에 정차합니다.목적의 정류소를 지나는 

버스인가를 확인하고 승차합니다.모를 때는, 

운전기사에게 물어 확인합니다. 

② 버스는 정중앙의 문으로 타고, 앞문으로 

내립니다. 

③ 탈 때는, 정리권을 뽑습니다.이 권에 인쇄된 

숫자에 따라 내릴 때의 요금을 확인합니다. 

④ 차내에서 자신이 내릴 정류소의 안내가 있을 

때에 창문쪽의 버튼을 눌러, 내리고 싶다는 

것을 운전기사에게 알립니다. 

⑤ 버스의 전방상부에 있는 요금표와 

정리권의번호를 보고 요금을 확인해, 

거스름돈이 필요 없도록해 운전석의 요금통에 

정리권과 함께 넣고 내립니다. 잔돈이 없을 

때는, 운전석옆의 환전기에서 미리 환전해 

둡니다. 

● 택시 

시내의３개역(츠치우라역, 아라카와오키역, 

칸다츠역)을 중심으로 복수의 택시 회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또, 직접 택시회사에 연락해 

마중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요금은 운전석 옆에 

있는 미터기에 표시되는 미터제로, 택시에서 

내릴 때 요금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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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위기관리실 ☎내선 2292 

（１）태풍과 호우의 재해 

일본에서는,６월부터 10월쯤 까지 폭우와 

태풍이 많이 발생해, 특히 태풍이 상륙하면 

진로에 따라서는 하천이 범람해, 홍수를 

일으키거나, 집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게다가, 토사붕괴와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태풍이 가까워지면 기상정보에 충분히 

주의해 여행과 등산, 낚시, 해수욕등의 외출을 

삼가해주세요. 

● 태풍 

태풍은, 열대∙아열대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이 발생한 것으로,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여 넓은 범위에 피해를 일으킵니다.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허리케인과 사이클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태풍이 다수 옵니다.태풍은 규모와 진로등, 

어느정도 예측가능합니다만, 자연의 위력에는 

알수 없는 부분이 있음으로 방심하지 말고 

충분한 준비를 해두세요. 

〔태풍에 대비해 준비해 둘 것〕 

① 정원과 베란다등 밖에 내둔 쓰레기통과 

화분등은 고정하던지 집 안에 넣는다. 

② 창문유리는 검정테이프와 비닐테이프등을 

붙여 강화 합니다.덧문,셧터등이 있으면 

닫는다. 

③ 침수가 걱정될 때는, 가구와 가전제품등을 

가능한 높은 곳에 옮긴다.  

④ 티비나 라디오 인터넷등으로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한다 

⑤ 정전에 대비해 회중전등과 휴대라디오등을 

준비한다. 

⑥ 피난에 대비해 식료,음료수,약,귀중품등의 

비상시의 물건을 준비한다. 

⑦ 피난장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한다. 

〔태풍이 왔을때에 주의 할 것〕 

① 바람이 강할 때와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밖에 

나가지 않는다. 

② 바다,강,논,밭등의 수로,무너져 내릴 것 같은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③ 기상정보에 주의해, 피난하도록  지시가 

나오면 즉시 피난한다. 

④ 피난할 때는, 전기의 브레이커를 

끄고,가스벨브를 닫고, 집에 열쇠를 채우고 

떠난다. 

● 회오리 

회오리는, 격한 비를 내리게 하는 적란운과 

함께발생해, 적란운의 아래에서 지상에서 구름에 

얇고 길게 뻗은 고속의 나선형의 

상승기류로,토네이도라고도 불린다.일본에서는, 

태풍의 상륙가능성이 높은 ９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회오리의 규모는, 

직경수십 m 부터 대규모인 것은 수백 m 이상에 

다릅니다.그 중심부에서는 맹렬한 바람이 불고, 

때로는, 철근콘크리트와 철골 건물을 일순에 

붕괴시켜, 대형자동차등도 공중에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오리가 발생 했을 때는, 찬 

바람이 불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져, 뇌우와 

우박(적락운에서 내리는 직경 ５mm 이상의 물 

방울)이 내리기도 합니다.또,”고-“라는 소리가 

나고, 기압의 변화로 귀가 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외에서 회오리가 일어 났을 때〕 

① 가까운 안전한 건물에 피난한다. 

② 가까이에 건물이 없을 때는, 몸이 들어가는 

수로 또는 구덩이등에 업드려, 양손으로 

머리와 목을 지킨다. 

③ 부서져 날라갈 것 같은 조립식 주택, 차고, 

헛간등 가벼운 건물에는 피난하지 않는다. 

④ 강과 다리에 접근하지 않는다. 

〔건물 안에서 회오리가 일어났을 때〕 

① 지하실과 건물의 가장 낮은 층에 이동한다. 

② 건물의 중심부에 가까운 창문이 없는 방에 

이동한다. 

③ 덧문과 셧터, 창문, 커튼을 닫고, 창문과 벽 

문으로부터 떨어진다. 

④ 방의 중앙에서 업드려, 양손으로 머리와 

목을지키는 자세를 취한다. 

● 집중호우（게릴라호우） 

집중호우는, 정해진 지역에 대해 단시간에 강한 

다량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다량의 빗물이 

지면에 스며들지 못 해 표면에서 흘러, 단시간에 

직접 강과 하수도에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홍수와 도로침수등의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정해진 지역에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는, 발생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도 상황에 따라 변화합니다.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도로 나타낸 하자드맵을 보고, 살고 

있는 장소의 위험장소를 알아 

둡시다.집중호우는, 잘 정비된 지역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일각이라도 빨리 안전한 장소에 피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５．재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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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해, 강의 수위가 

상승해,넘치는 것으로 수해가 

일어납니다.근년,각지에서 수해에 의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평소부터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터넷등에서 기상정보를 신경씀과 동시에, 

피난장소를 미리 확인해둬, 피난하도록 지시가 

나왔을 때와 위험을 느꼇을 때는 즉시 

이동해주세요. 

● 태풍과 수해 대비 

태풍과 폭우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나라와 현에서는 각종방재정보를 

발표합니다.시에서는, 방재정보와 현장의 상황에 

대응해 방재행정무선에 의한 방송과 시홈페이지, 

[츠치우라시 안심∙안전정보메일]에서의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안전을 확보할 피난장소가 있습니다.미리 

지택에서 가까운 피난장소를 확인해, 어디에 

피난할지를 가족과 이야기 해두세요. 

〔피난할 때 주의 사항〕 

① 피난장소까지의 길은, 가족과 정해둬, 

안전하게 통행가능한가를 사전에 확인한다. 

② 움직이기 쉬운 복장으로, 필요최저한의 짐을 

들고 피난한다. 

③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를 사용하지 말고 

걸어서 피난한다.차로 피난하면 교통체중을 

일으켜, 긴급차량이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④ 피난할 때는, 경찰관과 시직원, 소방직원, 

소방단원등의 지시에 따릅니다. 

（２）지신과 쓰나미의 재해 

진동과 함께 지면과 건물이 갑자기 크게 

흔들리는 것이 [지진]입니다.일본은 세계유수의 

지진이 많은 나라로, 특히 

헤이세이(平成)23(2011)년３월에 일어난 

동일본대지진에서는, 동일본의 넓은 지역에서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큰 피해가 일어 

났습니다.츠치우라시에서도 진도６약(弱)이라는 

상당히 강한 흔들림이 긴 시간 이어져, 

라이프라인과 주택등에 크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진발생 후에 일어난 쓰나미와 화재등의 

２차재해를 일으키는 것도 지진의 무서운 

점입니다.지진은 예측이 어렵고,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만일의 경우  진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평소부터 가족들과  피난장소의 확인과 

비상시 물건등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 지진 

〔집 안에 있을 때〕 

① 창문유리와 간판등이 떨어져, 다칠수도 

있음으로 당황해서 밖에 나가지 않는다. 

② 테이블등의 아래에 숨어, 몸의 안전을 

지킨다. 

③ 사용하고 있는 불을 즉시 끄고, 가스 벨브를 

잠근다. 

④ 문과 창문을 열어 도망가기 위한 출구를 

확보한다. 

⑤ 불이 나면 즉시 소화기등으로 끈다. 

⑥ 흔들림이 시작되면 실내에서 전도∙낙하한 

가구류와 깨진 유리의 파편등에 주의한다. 

⑦ 지진은 꼭 1 회라고는 할수 없음으로 여진에 

주의한다. 

〔밖에 있을 때〕 

① 창문 유리와 간판이 떨어질 수 있음으로 

가방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② 담이 낮고 좁은 길은 위험함으로, 공원과 

광장등의 넓은 곳으로 도망간다. 

③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는, 도로의 좌측에 

멈추고 엔진을 멈춘다.긴급시에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음으로, 문을 잠그지 

말고, 열쇠를 꽂을채 차검증등의 중요한 

것을 들고 걸어 도망친다. 

④ 바다와 강의 근처는 츠나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으로, 즉시 높은 곳으로 

도망간다. 

⑤ 산과 절벽에 가까울 때는, 산사태의 위험이 

있음으로, 재빨리 멀어진다. 

〔지진에 대비해 준비할 것〕 

① 지역과 직장에서 행하는 방재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② 재해가 일어났을 때, 다같이 도우며 

행동하도록, 마을회∙자치회에 가입해 활동에 

참가해, 친해지도록 한다. 

③ 가구등은 전도방지용의 쇠장식으로 고정해, 

유리는 필름을 붙여, 깨졌을때 파편이 튀지 

않도록 한다. 

④ 자택의 가까운 피난시설과 

광역피난장소,피난경로를 확인해둔다. 

⑤ 재해가 일어 났을때의 행동을 가족과 잘 

이야기해, 서로 떨어졌을 때 모이는 장소를 

미리 정해둔다. 

⑥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학교로부터 연락과 

마중 방법에대해 선생님과 확인해둔다. 

⑦ 물과 식량, 약,회중전등,라디오등 비상시 

사용할 물건의 준비와 점검을 해둔다. 

⑧ 대사관∙영사관의 연락처를 조사해둔다. 

５．재해 대비 

18 



● 쓰나미 

쓰나미는, 지진과 화산활동에 의해 일어나는 

대형파도로, 빠르고 파괴력이 높아 , 보통의 

파도와는 전혀 다른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약한 

지진으로도 흔들리는 시간의 길이등에 의해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어, 수십센티미터 

높이라도 매우 위험합니다.쓰나미는 

바다에서뿐아니라 강도 올라갈 수 있으니  

하구부근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매우 높은 

곳에 대피해야합니다.단,대피 할 때는 차를 

사용하지 말고 달려서 대피하십시오.쓰나미는 

몇번이나  밀려오기 때문에, 텔레비전과 

라디오등으로 쓰나미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돌아가세요.바다와 강의 상태를 보러 가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또, 해수욕과 낚시등을 

할때는, 피난장소와 피난경로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３）재해가 일어 났을 때의 피난 

수해와 지진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곳에 도망가는 것이 

피난입니다.폭우시에는, 비가 내리는 모양과, 

침수의 상황에 주의해, 위험을 느끼면 재빨리 

피난을 생각해주세요.또, 홍수의 위험이 있을 

때는, 시로부터 피난정보를 냄으로, 재빨리 

피난해주세요.또, 지진시에는, 가옥의 

도괴∙소실등에 의해 생활 장소가 없어진 사람의 

숙박∙체재의 장소로서 피난소를 

설치합니다.가옥이 도괴할 우려가 있을 때와 

피난하지않더라도 물과 식료가 필요할 때 등, 

재해정보를 알고 있을 때는 피난소를 

이용해주세요. 

● 긴급시의 피난지시 

시에서는 상황에 대응해 

피난정보(피난준비정보∙피난권고∙피난지시)를 

방재행정무선과 

시홈페이지,[츠치우라시안심∙안전정보메일]로 

발신합니다.이 정보의 의미를 알고, 여차할 때, 

당황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둡니다. 

〔피난정보의 종류〕 

○ 피난준비정보： 

시의 재해대책본부로부터 피난을 대비한 준비를 

알리는 것입니다.폭우∙홍수경보가 있을 시에 

피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피난용 짐을 

준비합니다. 또 어린이와 고령자등이 있는 

경우는, 서둘러 피난해주세요. 

○ 피난권고： 

시의 재해대책본부로부터 피난할 준비를 하도록 

알리는 것입니다.위험한 상태에 있는 강등을 

방재행정무선등으로 알리므로, 

주의해주세요.피난할 때는 불을 끄고, 가지고 

나갈 물건을 뒬 수 있는 한 적게 합니다. 

○ 피난지시： 

시의 재해대책본부로부터 피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결괴한 강과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와 피난처를 방재행정무선등으로 알리므로, 

즉시 피난해주세요.가까운 곳에 경찰관과 

시직원, 소방직원, 소방단원등이 있는 경우는, 

지시에 따라 피난해주세요. 

● 긴급시의 피난장소 

재해가 일어났을 때의 피난장소에는, 

홍수피난장소,일시피난장소, 광격피난장소등, 

안전을 확보하는 피난장소가 시내 각지에 

있습니다.시의 재해대책 본부로부터 피난의 

지시가 있거나 가옥의 도괴, 화재에 의한 

연소등의 위험이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 피난해주세요. 

〔홍주피난장소〕 

홍수가 일어 났을 때 또는 홍수의 위험이 있을 

때 피난 하는 장소로, 시내에서도 높은곳에 있는 

학교와 공공 시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시피난장소〕 

가옥의 도괴∙소실등에 의해 생활장소가 

없어진사람의 숙박∙체재의 장소로서, 재해에 

대해 안전한 건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광역피난장소〕 

일시피난장소 주변이 화재의 연소확대등에 의해 

위험해졌을 때 피난하는 장소로 주로 공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린피난장소〕 

재해발생직후, 긴급히 피난할 넓고 안전한 

장소로, 자택과 직장의 가까운 공원과 광장, 

공터등, 자신이 미리 정해둔 피난 장소입니다. 

※사전에, 각각의 긴급피난장소를 확인해둠과 

동시에, 피난장소까지의 경로를 파악해, 위험한 

곳을 체크해두세요. 

또, 미리 피난장소를 확인해, 재해에 따라 

어디에 피난할지를 가족과 이야기해 정해 

두세요.

５．재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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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가까운 피난장소 

피난소 리스트 
홍수 

피난장소 

일시 

피난장소 

광역 

피난장소 

１ 이바라키현환경과학센터 오키쥬쿠마치 1853 ○   

２ 카미오오츠히가시초등학교 오키쥬쿠마치 2489 ○ ○  

３ 노인복지센터「코한소」 테노마치 1892-1 ○   

４ 카미오오츠공민관 테노마치 3252 ○   

５ 츠치우라제 5 중학교 테노마치 3218-1 ○ ○  

６ 카미오오츠서초등학교 테노마치 3651 ○ ○  

７ 노동차총합복지센터「워크빌딩츠치우라」 키타마리히가시다이 4-1-1 ○   

８ 이중지구공민관 키다마리 1675 ○   

９ 츠치우라제 2 중학교 히가시마나베마치 21-7 ○ ○  

10 마나베초등학교 마나베 4-3-1 ○ ○  

11 츠치우라제 1 고등학교 마나베 4-4-2 ○ ○  

12 츠치우라공업고등학교 마나베 6-11-20 ○ ○  

13 츠와초등학교 나미키 5-4826-1 ○ ○  

14 츠와공민관 나미키 5-4824-1 ○   

15 츠와남초등학교 히타나 3090 ○ ○  

16 츠치우라제３고등학교 오오이와타 1599 ○ ○  

17 오오이와타초등학교 오오이와타 2066-1 ○ ○  

18 츠치우라일본대학고등학교 코마츠가오카마치 4-46 ○ ○  

19 츠치우라시보건센터 시모타카츠 2-7-27 ○   

20 사중지구공민관 코쿠부쵸 11-5 ○   

21 츠치우라제 4 중학교 나카타카마츠 3-10-4 ○ ○  

22 시모타카초등학교 시모타카마츠 4-2-9 ○ ○  

23 후지사와초등학교 후지사와 3057 ○ ○  

24 니이하리지구공민관 후지사와 982 ○  ○ 

25 츠치우라초등학교 오오테마치 13-32  ○  

26 아즈마초등학교 나카 455  ○  

27 구시시츠카초등학교 시시츠카 1478  ○  

28 아라카와오키초등학교 아라카와오키히가시 3-24-3  ○  

29 나카무라초등학교 나카무라미나미 5-29-5  ○  

30 츠치우라제 2 초등학교 후지사키 2-1-41  ○  

31 칸다츠초등학교 나카칸다츠마치 4  ○  

５．재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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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소 리스트 
홍수 

피난장소 

일시 

피난장소 

광역 

피난장소 

32 미기모미초등학교 미기모미 1728-3  ○  

33 옷토초등학교 옷토미나미 2-1-1  ○  

34 스가야초등학교 스게노야마치 1464-8  ○  

35 토리데초등학교 타카오카 1367  ○  

36 야마노쇼초등학교 혼코 301  ○  

37 츠치우라제 1 중학교 분쿄쵸 3-8  ○  

38 츠치우라제 3 중학교 나카무라미나미 1-25-15  ○  

39 츠치우라제 6 중학교 미기모미 428  ○  

40 츠와중학교 나카누키 1222-2  ○  

41 니이하리중학교 후지사와 913  ○  

42 츠치우라제 2 고등학교 타츠다마치 9-6  ○  

43 츠치우라코호쿠고등학교 스게노야마치 1525-1  ○  

44 츠쿠바국제대학고등학교 마나베 1-3-5  ○  

45 죠소학원고등학교 나카무라니시네 1010  ○  

46 키죠공원 중앙 1 정지내   ○ 

47 카와구치운동공원 카와구치２정지내   ○ 

48 칸다츠공원 키타칸다츠마치지내   ○ 

49 카스미가우라총합공원 오오이와타지내   ○ 

50 시민운동광장 사노코지내   ○ 

51 옷토누마공원 나카무리니시네지내   ○ 

５．災害
さ い が い

への備
そ な

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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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재해에 관한 정보 

재해가 일어 났을 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츠치우라안심∙안전정보메일,방재행정무선, 

흥보차등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거짓 

정보에 혼란해하지 말고, 주변 사람과 정보를 

확인하고 피난합니다. 

● 긴급지진속보 

기상청이 지진에 의한 강한 흔들림이 오는 

것을알리는 예보∙경보입니다.이 속보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휴대전화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속보후, 수초부터 수십초내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으로, 속보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대응해주세요. 

● 라디오 

ＡＭ 

ＮＨＫ제１ 594kHz 

ＮＨＫ제２ 693kHz 

ＩＢＳ（츠치우라） 1458kHz 

ＦＭ 
ＮＨＫ-ＦＭ（미토） 83.2MHz 

ラヂオ
ら ぢ お

つくば（츠쿠바） 84.2MHz 

● 인터넷（다언어대응） 

 ＮＨＫ ＷＯＲＬＤ  

http://www3.nhk.or.jp/nhkworld/  

● 츠치우라안심・안전정보메일（일본어） 

지진과 태풍, 집중호우등의 긴급정보와 

피난정보,화재정보등을,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메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http://www.city.tsuchiura.lg.jp/page/page001249.html 

 휴대전화  

http://www.city.tsuchiura.lg.jp/dir.php?code=1371 

● 이바라키현방재정보메일（일본어） 

기상정보와 토사재해경계정보, 지진∙쓰나미정보, 

회오리주의정보등의 방재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와 휴대전환에 메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http://mobile.pref.ibaraki.jp/ 

● 방재행정무선 

재해등 긴급시에 방송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시내 215곳에 설치 하고 있습니다. 

 

● 재해용전언판 

큰 재해가 일어나면, 전화가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정전화회사와 휴대전화회사의 

재해용전언판을 이용해주세요.자신의 전언의 

녹음과 가족∙ 친구의 전언을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정전화（ＮＴＴ）：재해전언다이얼☎171〕 

◆ 전언 녹음방법 

① 「☎171」에 전화한다. 

② 「１」을 누른다. 

③ 자신의 집의 전화번호를 시외국번부터 

누른다. 

④ 전언을 녹음한다. 

◆ 전언을 듣는 방법 

① 「☎171」에전화한다. 

② 「２」을 누른다. 

③ 듣고 싶은 상대의 전화번호를 시외국번부터 

누른다. 

④ 전언을 듣는다. 

〔휴대전화：재해용전언판서비스〕 

휴대전화의 web 사이트 톱페이지에 

재해용전언판의 링크가 긴급개설 됩니다. 

（일본어・영어） 

◆ＮＴＴ도코모 http://dengon.docomo.ne.jp/topp.cgi 

◆ａｕ http://dengon.ezweb.ne.jp/ 

◆소프트뱅크 http://dengon.softbank.ne.jp 

● 재해용브로드밴드전언판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에 

통신이 늘어, 인터넷이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일 

때에 개설되는 인터넷상의 전언판입니다. 

（Web171）：https://www.web171.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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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보연금과 ☎내선 2296 

우리는, 언제 병에 걸릴지 다치게 될지 

모릅니다.건강보험은, 병이나 다쳤을 때 

앛ㅁ심하고 병원을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험제도입니다.가입자가, 보험료로서 낸 

돈을 의료비로해, 부담을 가볍게 하기위해 만든 

것으로, 일본에서는 회사등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한 건강보험이라던지 자영업자와 

퇴직해서 직장의 건강보험을 그만둔 분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어느쪽인가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국민건강보험은, 시정촌이 

운영하는 의료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낼필요가 있습니다만,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는 30％만을 지불합니다.가입하지 않으면 

의료비의 전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１.국민건강보험에 가입 할 때 

・재류기간이 3 개월을 넘는 사람이 

츠치우라시에 주민등록 했을 때 

・다른 시정촌으로부터 츠치우라시에 

이사왔을때 

・퇴직해서 직장의 건강보험을 그만뒀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２.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탈퇴수속을 해, 국민연금과에 보험증을 

돌려주세요. 

・츠치우라시로부터 다른 시정촌에 이사갈때 

 ・직장의 검강보험에 가입할 때 

 ・사망 했을 때 

 ・출국 할 때 

３.국민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츠치우라시의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을 

증명하는 보험증이 한사람당 한장씩 

교부됩니다.보험증은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 

필요합니다.  보관 관리를 잘 합시다. 

４.보험급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다쳤을 때 의사의 검진을 받을 떄와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았을 때의 의료비의 

비용은 통상 그 30％를 지불합니다. 남은 70％는 

츠치우라시가 병원과 약국에 지불합니다.그 

외에도, 출산시는 출산육아일시금, 사망시에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５.국민건강보험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수입에 따라 

보험세를 납부해야합니다.보험세는, 나라와 현의 

보조금등과 합쳐, 의료비와 출산육아일시금, 

잘례비,그 외 급부금등에 사용됩니다.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증이 갱신할수 

없게 되어, 의료비의 전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６.국민건강보험세 결정 방법 

●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국보연금과 ☎내선 2316 

고령자가 안심하고 의료검진 받을수 있도록하기 

위한 의료제도로, 츠치우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75세 이상 및 일정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된 

65세이상의 사람이 대상입니다.75세의 생일을 

맞는 사람은, 지금까지 가입한 국민건강보험과 

직장의 건강보험으로부터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이행하게 됩니다.보험료는 개인마다 지불하게 

됩니다만, 병이나 다쳤을때는 의료비의 10％

(소득이 많은 사람은 30％)를 지불하게 

됩니다.가입하지 않으면 의료비의 전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２）국민연금 

국보연금과 ☎내선 2291 

● 국민연금제도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서 , 서로의 삶을 협력하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사망했을 때, 병으로 

인해서나 사고로 다쳐 장애인이 됬을 때 등에는 

필요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이 있고  국적과 성별, 

연령, 소득액에 관계없이, 일본에 사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사람이 대상입니다.그 중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가 될 때 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국민연금 가입수속은, 주민표가 있는 

시정촌에서 합니다. 

소득할액 세대의 가입자의 전년의 소득에 따라 계산 

균등할액 세대의 가입자수에 따라 계산 

평등할액 1 세대당 정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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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지급하는 3가지 기본연금 

● 국민연금가입자 종류 

● 국민연금보험료 

국적, 성별, 연령, 소득액등에 관계없이 

20세부터 60세가 될 때 까지, 법률로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보험료에는, 

피보험자 전웜이 납부해야만 하는 정액보험료와 

희망에 따라 납부하는 부가보험료가 

있습니다.또, 경제적 이유등으로 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가 면제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탈퇴일시금 

귀국등의 이유로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경우는,보험료를 납부하는 도중이여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있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25년미만으로 

탈퇴하는 경우는, 연금을 주급할 수 

없습니다.거기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６개월 

이상 납부해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로 귀국한 

사람은, 출국후２년이내에 청구수속을 함으로, 

[탈퇴일시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게다가, 

25년이상 가입해, 연금의 수급자격을 만족한 

상태로 일본을 떠나는 경우는, 해외로부터도 

연금의 청구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시금의 

액은, 보험료납부기간등에 따라 금액이 

지급됩니다. 

 

（３）아이가 생기면 

건강증진과 ☎029-826-3471 

● 모자건강수첩의 교부 

임신했을 때는, [모자건강수첩]의 교부를 

받으세요.츠치우라시보험센터와 시민과, 

지소∙출장소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모자건강수첩은, 엄마와 태어날 아이의 

건강진단와 예방접종을 받을 때 필요로, 엄마의 

출산전∙후의 건강상태의 기록과 태어날 아기의 

발육과 건강진단,예방접종등을 기롭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임신을 알게되면, 가능한 빨리 

모자건강수첩을 받아, 정기적인 

임산부건강진단를 받아주세요.또, 외국어판의 

모자건강수첩(영어,포루투갈어,타가로그어,한글,

중국어,타이어,인도네시어,스페인어)도 있습니다. 

● 마타니티교실 

츠치우라시보건센터에서, 대략７～８월의 

임산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매달 ２회 

개최하고 있습니다.(예약제)비용은, 

텍스트비(420엔)가 듭니다. 

● 마타니티치과건강진단 

임신중에 협력병원에서 치과건강진단이 １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검진표는 

모자건강수첩을 교부할 때 건냅니다. 

● 임산부일반건강진단 

임신중에 병원에서 하는 건강진단 

14 회분의비용을 일부 조성합니다.검진표는   

모자건강수첩을 교부할 때 드립니다. 

（４）아이가 태어나면 

● 출생신고 

시민과 ☎내선 2287 

일본국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날을포함해 14일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주세요.양친 어느쪽인가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태어나고 30일이내에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의 취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령기초연금 

보험료의 납부기간 25년이상의사람이 

65세가 됬을 때부터 지급.희망에 따라 

60세부터 일부감액해서 지급 

장애기초연금 
일정기간이상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병이나 상처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 

유족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가입중 또는 고령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사망 

했을 때 지급(그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받은 18세까지의 아이가 있는 부인 

또는 18세 까지의 아이에게 지급) 

제１호피보험자 

자영업과 농림어업자, 학생등과그 

가족으로,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20세이상 60세 미만의 사람 

제２호피보험자 회서원등 후생연금에 가입한 사람 

제３호피보험자 

후생연금의 가입자에게 

부양받는배우자로 20세이상 

60세미만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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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일시금 

국보연금과 ☎내선 2296 

정상 출산시는 의료보험의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음으로, 다액의 비용이 듭니다만, 아기의 

엄마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출산육아일시금이 지급됩니다.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의 지급액은, 출산아 1 인당 

원칙 42만엔입니다.또한, 임신 85일이상이면, 

사망∙유산했더라도 

지급됩니다.국민건강보험이외의 의료보험에 

가입중인 사람은, 각보험자에 문의해주세요. 

● 유아의 건강진단과 육아상담 

건강증진과 ☎029-826-3471 

◆ 유아일반건강진단 

생후３～８개월 및 ９～11개월의 시기에 １회 

씩,현내의 의료기관에서 아기의 건강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검진표는 출생신고후에 

송부합니다. 

◆ 유아건강진단과 육아상담 

츠치우라시보건센터에서는, 생후４개월, １세６

개월, ３세의 아동의 건강진단과 엄마와 아이의 

치과건강진단을 할고 있습니다.대상인 아이가 

있는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알립니다. 또, 

생후 10개월 아동을 대상으로한 육아상담, 

이유식교실, 아기의 신체측정등도 하고 

있습니다. 

● 정기의 예방접종 

Hib,소아용폐염구균,B 형간염,４종혼합 

(디프테리아、백일핵,파상풍,폴리오),ＢＣＧ, 

홍역풍진혼합,수두,일본뇌염,２종혼합 

(디프테리아∙파상풍),자궁경부암예방의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출생신고후에 

예진표등의 서류를 집에 

보냅니다.정기예방접종은 대상연령내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받을 때는 모자건강수첩과 

예진표를 지참해주세요.대상연령이 아닐 때 받을 

경우에는 유료임으로 주의해주세요. 

● 임의의 예방접종 

로터바이러스, 이하선염, 인플루엔자의 

백신접종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이하선염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로터바이러스,인플루엔자는 

일부자기부담(유료)입니다. 

● 의료복지（마루후쿠）제도 

국보연금과 ☎내선 2316 

소아등이 병원등에서 검진받은 경우에 

의료비의자기부담을 가볍게 하는 

제도로,[마루후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대상은 

시정촌에따라 다릅니다만, 츠치우라시에서는 

소아의 경우, 태어난 날로부터 중학교 ３

학년까지의 아이의 입원 및 통원에 드는 

의료비의 조성이 있습니다. 

● 아동수당 

어린이복지과 ☎내선 2475 

중학교종료전(15세도달후 최초의 ３월 31일 

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지급월은, ６월∙10월∙２월로, 각각 

전월분까지가 지급됩니다.단,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 아동부양수당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가정과 아버지 

또는어머니가 일정의 장애의 상태인 가정등으로, 

18세미만(장애가 있는 경우는 20세미만)의 

아동의 양육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단,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와 소득이 일정액이상인 

사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육소・보육원 

어린이복지과 ☎내선 2418 

부모가 일과 병, 가족의 간호등의 사정으로, 

낮에 가정에서 보육할수 없는 아이를 맡기는 

시설입니다.０세부터 초등학교입학전의 아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시내에는, 공립보육소가 

11곳, 사립보육원이 12곳, 외에도 인정어린집이 

있어, 취학전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보육료는, 아동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입소 수속 

① 보육소입소신청 

② 양친의 취로(자영) 증명서등 보육할 수 

없는 사유 증명서 

③ 최근전입한 사람은, 전주소의 

시정촌에서전년도 및 금년도의 주민세의 

(비)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①과②의 용지는, 어린이복지과와 각보육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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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소・보육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신세이      나카무라미나미 1-24-1 029-841-0575 

아라카와오키 아라카와오키니시 2-10-11 029-841-0037 

카스미가오카 카스미가오카마치 13-20 029-821-1890 

토자키 토자키마치 4-7 029-821-2807 

토자키역앞공원 
야마토마치 9-2 우라라 2 

8층 029-826-3515 

츠와 나미키 2-8-4 029-822-8053 

아마카와 아마카와 1-24-1 029-822-6172 

신카와 죠호쿠마치 18-19 029-822-8896 

사쿠라카와 타나카 3-4-5 029-821-9136 

칸다츠 칸다츠츄오우 3-8-22 029-831-8464 

타케노이리 니시네미나미 3-4-46 029-842-6253 

츠치우라아이린카이 미기모미 1681 029-841-0463 

메구미 카라스야마 5-2263-8 029-841-2838 

시라토리 시라토리마치 1096-4 029-831-2590 

엔젤・유메 마나베 2-10-23 029-822-1863 

츠쿠바국제 토자키마치 12-21 029-823-7404 

츄오우 칸다츠츄오우 1-10-21 029-830-1284 

타카오카 타카오카 2303-4 029-862-4666 

후지사와 후지사와 1746 029-862-2600 

시라호 하스카와라신마치 8-30 029-823-3070 

아오조라 카미타카츠 1800-1 029-869-7490 

카나 나카무라미나미 1-14-11 029-843-6877 

도와칸 히가시마나베마치 9-28 029-824-1323 

◆ 인정 어린이집 등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모미지어린이집 시모타카츠 2-10-22 029-821-1645 

모미지제２어린이집 와카마츠쵸 1-73 029-822-5987 

마나베스미레유치원 히가시마나베쵸 22-11 029-824-3522 

엔젤스포츠유치원 카라스야마 5-2039 029-897-3331 

츠치우라성모유치원 오오마치 9-6 029-823-1460 

중앙유치원 칸다츠중앙 2-1-18 029-831-2103 

츠치우라미도리유치원 나미키 4-1-36 029-822-7090 

아오바다이유치원 미기모미 2755 029-842-6311 

히타치학원유치원 옷토 1029-1 029-842-7107 

키드마아무 이타야 7-626-11 029-830-2206 

돈구리보육원 칸다츠중앙 5-4555-1 029-832-5415 

키드랜드나나이로 
오오마치 11-41 

나나이로빌딩 
029-875-3651 

탁아원키드  

룸야마모토 니시네미나미 2-1-29 029-842-5732 

● 아동관 

건전한 놀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증진과 

정조를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전체로, 

각종클럽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츠와앙동관…이타야 2-712-9 ☎029-832-3112 

○ 포프라아동관…카라스야마 2-530-394  

☎029-841-3212 

○ 니이하리아동관…혼고 347-1 ☎029-862-4403 

● 지역 육아 지원센터 

부모와 아이가 노는 방법등의 지도와 부모끼리의 

동료만들기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또, 

육아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 육아 지원센터「사쿠란보」 

타나카 3-4-5（사쿠라카와보육소내） 

☎029-823-1288 

○ 육아 지원센터「아링코쿠라부」 

미기모미 1681（츠치우라아이링카이보육소내）

☎029-841-0463 

○ 시라토리보육원 육아 지원센터 

시라토리마치 1096-4（사라토리보육원내） 

☎029-831-2590 

○ 육아 지원센터「히마와리」 

  카라스야마 5-2263-8（메구미보육원내） 

☎029-841-2838 

● 육아 교류살롱「와라베」「노조미」 

육아중의 여러분의 교류와 육아의 정보제공, 

육아경험 풍부한 스태프에 의한 상담등을 하고 

있습니다. 

○ 와라베…나카타카츠 1-19-20 ☎029-825-1030 

○ 노조미…히가시마나베마치 2-5 

☎029-824-8620 

（５）건강 

건강증진과 ☎029-826-3471 

● 보건센터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건강교육과 건강상담, 각종건강진단등, 

시민의 건강만들기도움을 하는 휴일긴급진료소를 

병설하고 있습니다. 

● 휴일당번의・휴일긴급진료소 

◆ 휴일당번의（내과・외과・산부인과・치과） 

텔레폰서비스☎029-824-9155（토일,축일만만） 

◆ 휴일긴급진료소（소아과・내과） 

☎029-823-9628 

목요일～일요일・축일…19:00～22:00,일요일・

축일…9:00～12:00 , 13:00～16:00 

（내과는토일・축일의 야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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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검진・의료기간검진 

진단명 대상연령 

사와야카건강진단 20～39세 

흉부검진 

20세이상의 사람 위함검진 

대장암검진（집단만） 

전립선암검진 50세이상의 남자 

복부초음파검진（집단만） 40이상의 사람 

자궁경부암검진 20세이상의 여자 

유방암검진 20세이상짝수연령의여성 

골다공증검진 20～70세의 여성 

특정건강진단 40～74세의 사람 

후기고령자건강진단 75세이상의 사람 

（６）개호보험 

고령복지과 ☎내선 2463 

● 개호보험제도 

개호보험제도는, 고령자간호의 부담을 

가족뿐만아니라 사회전체로 협조하는 

제도입니다. 병석에 누우시거나 치매로 간호가 

필요할 경우 및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태가 됐을 때,비용의 일부를 지불해 필요한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40세이상의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만 하며,외국인도 

단기체재자를 제외해  가입해야 합니다. 

● 개호보험가입대상자 

구분 대상자 

제１호피보험자 65세이상의 사람 

제２호피보험자 40세이상 65세미만의의료보험가입자 

● 개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사람 

65세이상의 사람(제 1 호피보험자)는, 간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비스를 

이용가능합니다.40세이상 65세미만의 사람(제２

호피보험자)는,특정의 병이 원인으로 간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호 보험료 

간호보험료는, 간호비의 급부 비용이 됩니다. 

65세이상의 사람은, 수입등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40세이상 65세미만의 사람은,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가산해서 

징수됩니다. 

● 요 개호상태구분과 자택서비스의 상한 

재택에서 행하는 간호서비스중, 

방문통소서비스와 단기입소서비스의 이용에 

관해서는, 심신의 상태에 따라 사용가능한 

상한액(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심신의상태(예) 
지급한도액 

(월액) 

요지원 

１ 

일상생활상 기본동작에 

대해서는, 거의 

혼자가능하지만,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태 

50,030 엔 

요지원 

２ 

요지원 1 의 상태로부터 

수단적일상동작을 행하는 

능력이 저하해, 무언가 지원이 

필요한 상태 

104,730 엔 

요간호 

１ 

식사,배설,옷갈아입기는 

어떻게든 혼자서 가능하지만, 

무언가 지원 또는 부분적인 

간호가 필요한 상태 

166,920 엔 

요간호 

２ 

식사,옷갈아입기는 

어떻게든혼자 가능하지만, 

배설은 일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 

196,160 엔 

요간호 

３ 

식사,배설,옷갈아입기의 전부가 

일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 269,310 엔 

요간호 

４ 

중도치매로,식사,배설,옷갈아입

기전부 전면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308,060 엔 

요간호 

５ 

병자리에 누운 상태로 

뒤집기도 못하고, 식사, 배설, 

옷갈아입기 전부에 전면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360,65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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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 관광과 ☎내선 2702 

（１）구직 

● 일본에서 일에 종사하기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인정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취로가 허가된 재류자격을 취득하던가 

입국관리국에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자신의 재류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가와, 일의 내용이 인정된 활동인가를 

확인해주세요. 

● 일본에서 구직활동 

국가 기관인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에서 

무료로 찾을 수 있습니다.그 외,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를 하고 있는 민간사업소와 

단체와 일부유료로 이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 

직업상담과 소개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전국의 

구인데이터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정보제공과 

직업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워크츠치우라〕 

 마나베 1-18-9 ☎029-822-5124 

 【통역】（10:00～12:00,13:00～15:00） 

  영어：월요일,수요일,금요일 

  포루투칼어：월요일～금요일 

  스페인어：화요일,목요일 

  중국어：월요일,수요일 

● 고용보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실직했을 때에 

실업급부를 지급해, 재취직 할 때까지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보험입니다.취로가 인정된 

재류자격이 있으면, 외국인도 대상이 

됩니다.보험료는,노동자와 사용자의 양방에서 

부담해, 가입수속은 사용자가 합니다. 

실업급부는,실업하기 전의２년간에 통산해서 

12개월이상가입해 있고, 재취직의 의사와 일할 

수 있는 상태임을 조건에 지급합니다.신청은, 

이직표를 지참한뒤, 헬로워크에서 합니다.또, 

해고와 도산등으로 실업한 경우에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자세한 것은 헬로워크에 

문의해주세요.  

（２）노동조건 

● 노동계약 

기업등에서 어떠한 노동조건으로 일할지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약속하는 것을 

노동계약이라고 합니다.일본의 법륙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 노동시간, 

그외의 노동조건에 대해 계약서등에 기재해서 

건내줘야만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트러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약서로 노동조건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할  근로 조건〕 

① 근로계약 기간 

② 근로장소 및 근로 시간 

③ 근로 시작,종료 시간, 근로 시간 이후의 근로 

유무, 휴식 시간, 휴일, 휴가 등. 

④ 임금 결정, 계산 및 지불방법, 마감과 임금의 

지불시기 

⑤ 퇴직시 제사항 

● 노동조건의 주된 내용 

〔임금〕 

사용자는,①통화로,②본인에게 직접, 

③전액을,④매월１회이상,⑤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지불해야 합니다.또,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불임금을 청구후 ７일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정한 노동시간은,휴게시간을 제외하고 １주일에 

40시간, １일 ８시간이내입니다. 

〔휴게시간〕 

사용자는, １일 노동시간이 ６시간을 넘을 

때는 45분이상, 잔업등으로 １일 ８시간을 넘을 

때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일〕 

사용자는, 주 1 회이상 또는 ４주간을 통해  

４일이상의 휴일을 줘야만합니다. 

〔유급 휴가〕 

사용자는, 정해진 휴일외에, 근로자가 자신이 

쉬고싶은 날에 유급으로 쉬는 유급휴가에 관해, 

정해진 일수를 제공해야 합니다.파트타임등 

근로일수가 적은 노동자도 노동일수에 따라 

줘야만 합니다.단, 사전에 쉬는 날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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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사용자는, 시간외, 휴일, 심야에 노동시킨 

경우에는, 할증임금을 지불해야합니다. 

① 주 40시간 혹은  하루  ８시간을 넘는 시간외 

노동을 시킨 경우, 통상 임금의 25％이상 

② 휴일 노동시킨 경우, 통상 임금의 35％이상 

③ 심야（22:00부터 5:00까지）에  노동을 시킨 경우, 

통상 임금의 25％이상 

〔파견노동〕 

파견 회사가 고용하는 노동자가 다른회사에 

파견되, 파견처의 지휘 및 명령하에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트타이머〕 

계약기간의 제한이 있어, 회사가 정한 

통상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동안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성노동자・청소년〕 

노동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5세미만의 사람은 일할 수 없습니다. 

또 사용자는, 18세미만의 사람에 대해 1 주일에  

40시간, 하루 ８시간이상 근무시키거나, 

심야노동을 시킬 수 없는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18세이상이여도 

휴일∙심야노동의 금지와 위험∙유해한 일을 

하는것에 일정의 제한을 두는 외, 산전산후의 

휴가와 육아시간, 생리휴가등을 줘야 합니다. 

〔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노동계약의 

해제로, 해제에 있어서 근로자의 합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단,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의 퇴직신청에 의한 노동계약의 

해제로,해제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합의하에   

노동계약이 종료됩니다.사용자가 퇴직을 

승인한뒤, 노동자가 퇴직의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신중히 결정해주세요. 

〔업무수행중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노동자가 업무수행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는,사용자에게 요양비의 부담과 휴업보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단, 사용자는, 충분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노동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만합니다.노동자가 일에서 다치거나 했을 

때에는 각종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３）노동상담 

● 노동조건등의 트러블 상담 

노동계약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 것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나람의 기관으로서 

노동기준감독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돌연 해고 당했다”,”일에서 

다쳤다”등, 일에 관한 트러블에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또, 이바라키노동국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상담코너에서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츠치우라노동기준감독서〕 

 츄오 2-14-11 

 ☎029-821-5127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상담코너〕 

 미토시미야마치 1-8-31 

 ☎029-224-6214 

【통역】 

중국어：월요일,제１・제２금요일 

영어,스페인어：월요일,제１・제２목요일 

（9:00～12:00，13:00～16:30） 

（４）풍족한 소비생활을 위해 

소비생활센터 ☎029-823-3928 

● 소비생활센터의 활동 

시민이 풍족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 

일상생활에서의 상품과 계약등의 의문점과 

불만에관해서, 전문의 상담원이 

조언합니다.소비생활로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상담해주세요. 

◆상담시간：원요일～금요일 

 9:30～12:00，13:00～16:30 

７．노동・소비생활 

29 



（１）학교교육 

● 일본의 교육제도 

일본의 의무교육제도는, 소학교(초등학교) ６

년과 중학교３년을 합쳐 ９년간입니다.거기에, 

선발시험을 거쳐 고등학교３년, 대학４년 

(단기대학은 ２년)등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학교는 ４월에 시작되, 다음해 ３월에 

끝납니다.또, 학교의 종류로서, 나라가 운영하는 

국립,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운영하는 공립, 

그리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이 

있습니다.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전의 

유아를 위한 교육시설로서 유치원이 있습니다. 

● 유치원 입원 

학무과 ☎내선 5110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교육시설입니다.츠치우라시에는, 

시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하루  

４시간정도의 보육시간이 기본입니다만, 

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시립유치원의 원아모집은, 매년 ９월에 

각 유치원에서 ４세아동과 ５세아동을 대상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또, 사립유치원의 대부분은 

３세부터 ５세까지를 대상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임원을 희망하는 경우는, 희망하는 

원에 직접문의해주세요.또한,츠치우라제

２,츠와,오오이와타는, 평성 30년 ３월말에 

폐지됩니다. 

◆ 유치원 

시립유치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츠치우라 분쿄쵸 9-6 029-821-0796 

츠치우라제 2 후지사키 2-1-46 029-821-1310 

츠와 이타야 4-714-7 029-831-3735 

오오이와타 코이와타히가시2-18-4 029-824-3430 

니이하리 사와베 1423-4 029-862-3507 

사립유치원 

아오바다이 미기모미 2755 029-842-6311 

아마카와 아마카와 1-4-19 029-821-4126 

엔젤스포츠 카라스야마 5-2039 029-842-6820 

시라호 하스카와신쵸 11-35 029-823-2695 

신가쿠 테노마치 4524 029-828-1905 

츄오 칸다츠츄오 2-1-18 029-831-2103 

츠쿠바국제단기대학부속 마나베 6-6-9 029-826-5146 

츠치우라세이보 오오마치 9-6 029-823-1460 

츠치우라일본대학고등학교부속 사쿠라가오카마치17-45 029-822-0696 

츠치우라미도리 나미키 4-1-36 029-822-7090 

나카무라시라유리 나카무라마치 5-31-1 029-841-5885 

하타치학원 옷토 1029-1 029-842-7107 

마나베스미레 히가시마나베마치 22-11 029-824-3522 

모미지어린이집 시모타카츠 2-10-22 029-821-1645 

모미지제 2 어린이집 와카마츠쵸 1-73 029-822-5987 

● 소학교(초등학교)・중학교  취학 

학무과 ☎내선 5108 

소학교(초등학교)는, 만 ７세부터 만 12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어린이가 공부하는 

학교입니다.중학교는, 소학교(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만 13부터 만 15세의 생일을 맞는 어린이가 

공부하는 학교입니다.일본인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취학할 의무가 

있습니다.외국인은, 취학할 의무는 없지만, 

일본인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은, 일본어로 

이루어지며, 수업료나 교과서등은 무료입니다만, 

급식비와 교재비,소풍∙수학여행등의 비용이 

필요합니다.또, 살고있는 지역에 따라 입학할 

학교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 초등학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츠치우라 오오테마치 13-32 029-822-2325 

시모타카츠 시모타카츠 4-2-9 029-821-1100 

아즈마 나카 455 029-841-0565 

오오이와타 오오이와타 2066-1 029-821-0247 

마나베 마나베 4-3-1 029-821-0752 

츠와 나미키 5-4826-1 029-831-1510 

아라카와오키 아라카와오키히가시 3-24-3 029-841-0049 

나카무라 나카무라미나미 5-29-5 029-841-0168 

츠치우라제 2 후지사키 2-1-41 029-821-0205 

카미오오츠히가시 오키쥬쿠마치 2489 029-828-1018 

카이오오츠니시 테노마치 3651 029-828-1016 

칸다츠 나카칸다츠마치 4 029-831-5999 

미기모미 미기모미 1728-3 029-842-2501 

츠와미나미 히타나 3090 029-823-8251 

옷토 옷토미나미 2-1-1 029-843-2008 

스가야 스게노야마치1464-8 029-831-8331 

후지사와 후지사와 3057 029-862-3505 

토리데 타카오카 1367 029-862-3506 

야마노쇼 혼고 301 029-86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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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츠치우라 제１ 분쿄쵸 3-8 029-821-3679 

츠치우라 제２ 히가시마나베마치 21-7 029-821-0808 

츠치우라 제３ 나카무라미나미 1-25-15 029-841-0200 

츠치우라 제４ 나카타카츠 3-10-4 029-821-0297 

츠치우라 제５ 테노마치 3218-1 029-828-1021 

츠치우라 제６ 미기모미 428 029-842-7751 

츠와 나카누키 1222-2 029-831-0866 

니이하리 후지사와 913 029-862-3503 

◆ 입학안내 

츠치우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어린이의 재류카드를 지참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수속해주세요.사정에 의해,지정된 날자까지 

수속불가능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접수받고 

있습니다.또, 공립 소학교(초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는, 중학교 

취학통지서를 재적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통해 

나궈주고 있습니다. 

◆ 취학원조제도 

공립 소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서는, 수업료와 

교과서등은 무료입니다만, 급식비와 교재비, 

소풍∙수학여행비등의 비용이 

필요합니다.경제적인 사유로 학습에 필요한 

비용의 지불이 곤란한 가정에게 원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은 다음의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고, 교육위원회가 인정한 

가정입니다.원조를 희망하는 경우는, 전년도의 

취득을 알 수 있는 것을 지참해 학교에 

신청해주세요. 

① 보호자의 직업이 불안정으로, 생활보호에 

준하는 가정 

② 한부모가정등, 생활보호에 준하는 가정 

③ 생활 보호가 정지 또는 폐지된 가정 

◆ 일본어 학습지원 

생애학습과 ☎내선 5114 

츠치우라시에서는, 외국인아동학생에게 

일본어학습지원을 하고 있어, 초등학교∙중학교의 

일본어교실에서 아동학생의 학습서포트등을, 

지역의 보란티어의 협력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말과 생활습관등을 

반복지도해, 일본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기위한 능력과 태도을 기르기위해, 

각종교재를 사용하여 일본어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방과후 아동 클럽 

생애학습과 ☎내선 5163 

소학생(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낮동안 

일하는 등의 사유로 보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방과후의 놀이와 생활의 장소를 만드는 것으로, 

아동의 건전육성을 꾀하고 있습니다.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의 조건등에 대해서는, 

생애학습과청소년담당 또는 이용을 희망하는 

각아동클럽에 직접 문의해주세요. 

●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연령이 그해의 ４월１일까지에 

만 15세에 달하고, 외국에서 중학교까지의 

교육을 종료하던지, 일본의 중학교를 졸업 또는 

졸업예정일 필요가 있습니다.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90％이상의 

사람이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입학하기 

위해서에는, 입학시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추천입학제도와 외국인을 위한 특별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고등학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어, 수업 내용에 따라, 

보통과,전문학과(공업과,상업과,농업과가정과등),

종합학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또, 수업에 따라 

전일제(주간),정시제(주간∙야간),통신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고등전문학교・전수학교・각종학교 

고등학교 외에도, 전문기술자가 되는 양성을 

받는 고등전문학교와 실천적인 직업교육,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전수학교, 

화양재,부기,주산,자동차정비, 조리, 영양, 

간호사, 보건사, 이용, 미용, 영어회화, 공업등을 

고를 수 있는 각종학교가 있습니다.  

● 대학・단기대학 

대학∙단기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졸업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학교입니다.대학에는 국립∙공립∙사립이 있어, 

입학을 위해서는, 입학시험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수험자격은 다음의 어느 한가지에 

해동하는 사람입니다. 

〔대학 수험자격〕 

① 일본 또는 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 할 것 

② 고등학교졸업정도인정시험에 합격할 것 

③ 국제바칼로레아자격등을 가지고, 입학할 해의

４월１일까지 18세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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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생애학습 

[마음의 풍요함을 기르는 마을만들기]를 향해서, 

생애에 걸쳐 여유있는 생활을 보내기위해, 

언제든지, 어디서든, 누구라도,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실시와 설비의 충실을 

꾀하고 있습니다.또, “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즐기고 싶다”,”생애을 통해 무언가를 배워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 취미와 문화등, 

여러 교실과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문화협회 

문화과 ☎내선 5119 

시민문화의 향상과 각종문화단체의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시음, 다도∙화도, 발레, 

바둑∙장기, 문학, 연국영화, 예술문학감상, 

일본음악, 음악, 미술, 민요민무용, 교향악, 

민속문화, 능악, 축제음악등의 장르에 있어서, 

여러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각종단체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는, 문화과에 

연락해주세요. 

● 지구공민관（커뮤니티센터） 

생애학습과 ☎내선 5114 

시민활동과 ☎내선 2456 

지역의 집회와 교류, 학습활동의 장소, 지역의 

복지활동과 커뮤니티활동의 거점으로서 

이용가능합니다. 

◆ 주된 활동내용 

① 각종강좌의 개강：교양강좌와 

문화강좌,건강강좌, 취미의 강좌등 

② 생활학습활동의 지원：동호회와 서클활동, 

지역의 합습활동의 이용 

③ 커뮤니티활동의 추진：공민관축제의 

개최와지구시민위원등 지역활동의 백업 

◆ 개관시간 

9:00～17:00 

※야간이용이 있는 경우는 22:00까지 

◆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정기청소일 

※월요일 및 축일에 관해서는, 단체이용만 접수 

◆ 이용신청 

전화 또는 인터넷에서의 가예약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각지구공민관창구에서 수속해주세요. 

 

◆ 지구공민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일중지구공민관 오오테마치 13-9 029-821-0104 

이중지구공민관 키타마리 1675 029-824-3588 

삼중지구공민관 나카무라미나미 4-8-14 029-843-1233 

사중지구공민관 코쿠분쵸 11-5 029-824-9330 

카미오오츠공민관 테노마치 3252 029-828-1008 

육중지구공민관 카라스야마 2-2346-1 029-842-3585 

츠와공민관 나미키 5-4824-1 029-832-1667 

니이하리지구공민관 후지사와 982 029-862-2673 

● 시립도서관 

도서관 ☎029-822-3389 

◆ 개관시간 

본관：화요일～금요일 9:30～19: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9:30～17:00 

분관：9:30～17:00 

◆ 휴관일 

본관：월요일,제３목요일 

분관：월요일（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도 

휴관）,축일,제３목요일 

※연말연시、관내정리일등은 휴관 

◆ 도서 대출 

이용카드가 필요합니다.처음 이용할 사람은 

재류카드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주세요. 

◆ 예약서비스 

전화와 도서관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재류카드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한 

중학생이상의 사람에게는 홈페이지로부터 

예약하기위한 패스워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리퀘스트서비스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구입과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복사 서비스 

도서관에 있는 자료에 한해, 저작권법의 범위내에서 

복사 가능합니다.(유료) 

◆ 음악발신서비스 

음악데이터베이스를 이용가능한 패스워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아동대상 서비스 

보건센터에서의 10개월 아동상담시, 읽어주기 후, 

그림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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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도서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도서관 분쿄쵸 9-2 029-822-3389 

산츄도서관 나카무라미나미 4-8-14 029-843-8434 

칸다츠지구분관 칸다츠마치 682-54 029-833-1296 

츠와분관 나미키 5-4824-1 029-830-1091 

니이하리지구분관 후지사와 982 029-896-6465 

（３）스포츠・레크레이션 

시민 여러 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게 즐겁게 

이용가능한 각종 스포츠∙레크레이션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카스미가우라문화체육회관（스이코체육관） 

산업문화사업단 ☎029-823-4811 

◆ 소재지…오오이와타 1051（카스미가우라총합공원내） 

◆ 시설…대체육실,소체육실,회의실 등 

● 축제광장・다목적광장 

산업문화사업단 ☎029-823-4811 

◆ 소재지…오오이와타 1051（카스미가우라총합공원내） 

◆ 시설…축구장１면,소프트볼장２면스모장 

● 스이코 풀 

스이코 풀 ☎029-824-6432 

◆ 소재지…오오이와타 601（카스미가우라총합공원내） 

◆ 시설…유수 풀,어린이 풀 

     다목적 풀,슬라이더 풀 

● 카스미가우라총합공원 테니스코트 

테니스코트 ☎029-824-0880 

◆ 소재지…오오이와타 543（카스미가우라총합공원내） 

◆ 시설…인공잔디코트９면,연습코트２면,인공잔디 

게이트볼장１면 

● 카와구치운동공원 

카와구치운동공원관리사무소 ☎029-821-1648 

◆ 소재지…카와구치 2-12-75 

◆ 시설…야구장,육상경기장,테니트코트(클레이 

６면,전천후２면),서브그라운드 

 

 

 

● 칸다츠공원야구장 

카와구치운동공원관리사무소 ☎029-821-1648 

◆ 소재지…키타칸다츠마치３ 

◆ 시설…야구장２면（야간조명있음） 

● 나카누키공원운동광장 

카와구치운동공원관리사무소 ☎029-821-1648 

◆ 소재지…히가시나카누키마치３ 

◆ 시설…다목적운동광장 

● 미기모미지구시민운동광장 

카와구치운동공원관리사무소 ☎029-821-1648 

◆ 소재지…미기모미 1601-3 

◆ 시설…야구장１면、축구장１면 

● 남부지구시민운동광장 

카와구치운동공원관리사무소 ☎029-821-1648 

◆ 소재지…옷토 1129-5 

◆ 시설…야구장１면（소년２면）또는 

축구장１면（소년２면） 

● 옷토패밀리스포츠공원 테니스코트 

삼중지구공민과 ☎029-843-1233 

◆ 소재지…오로시마치 1-1-11 

◆ 시설…테니스코트３면（전천후형） 

● 시민운동광장 

카와구치운동공원관리사무소 ☎029-821-1648 

◆ 소재지…사노코 260 

◆ 시설…야구장２면,다목적광장,자유광장, 

게이트볼장６면 

● 키다마리지구시민운동광장 

카와구치운동공원관리사무소 ☎029-821-1648 

◆ 소재지…키다마리히가시다이 1-167 

◆ 시설…다목적운동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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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도관 

무도관 ☎029-822-8730 

◆ 소재지…분쿄쵸 10-16 

◆ 시설…궁도장,유도장(２면),검도장(２면) 

● 니이하리운동공원 

스포츠진흥과 ☎내선 5125 

◆ 소재지…후지사와 801-1 

◆ 시설…다목적그라운드(축구１면 또는 소프트볼

２면),테니스코트４면,야구장(어른１면 

또는 소년야구３면) 

● 니이하리트레이닝센터 

스포츠진흥과 ☎내선 5125 

◆ 소재지…후지사와 990 

◆ 시설…배구２면 또는 농구１면 또는 

배드민턴６면 

● 혼고그라운드 

니이하리지구공민관 ☎862-2673 

◆ 소재지…혼고번외１ 

◆ 시설…야구장１면 

（４）츠치우라의 공원 

공원가로과 ☎내선 2423 

시민의 휴식 장소 이자, 재해 시의 피난장소와 

방재를 위한 차단광장으로서도 활용됩니다. 

◆ 츠치우라시도시공원 

명칭 소재지 종별 

카와구치운동공원 카와구치 2정 12번 운동공원 

키죠공원 츄오１정 13번 근린공원 

칸다츠공원 키타칸다츠마치지내 지구공원 

나카누키공원 히가시나카누키마치지내 근린공원 

카스미가우라총합공원 오오이와타지내 총합공원 

옷토누마공원 나카무라니시네지내 총합공원 

옷토미나미공원 옷토미나미 2정 6번 근린공원 

미기모미아동공원 미기모미지내 가구공원 

마나베아동공원 히가시마나베마치 16 번 가구공원 

칸다츠제１아동공원 나카칸다츠마치지내 가구공원 

칸다츠제２아동공원 나카칸다츠마치지내 가구공원 

칸다츠제３아동공원 나카칸다츠마치지내 가구공원 

무코우다이아동공원 옷토미나미 3정 6번 가구공원 

니이하리아동공원 옷토미나미 2정 17번 가구공원 

시모노우치아동공원 옷토미나미 1정 11번 가구공원 

칸바야지히가시공원 코호쿠 2정 3번 가구공원 

칸바야지니시공원 코호쿠 1정 3번 가구공원 

무시카케히가시공원 무시카케지내 가구공원 

무시카케츄오공원 무시카케지내 가구공원 

무시카케타테노공원 무시카케지내 가구공원 

나가쿠니히가시공원 나가쿠니히가시마치지내 가구공원 

마리야마신마치공원 미기모미지내 가구공원 

카라스야마히가시공원 카라스야마 2정지내 가구공원 

카라스야마니시공원 카라스야마 2정지내 가구공원 

카라스야마미나미공원 카라스야마 2정지내 가구공원 

카라스야마키타콩원 카라스야마 2정지내 가구공원 

옷토패릴리스포츠공원 오로시마치 1정 12번 근린공원 

니시네니시제일아동공원 니시네니시 1정 8번 가구공원 

오로시마치제일아동공원 오로시마치 1정 4번 가구공원 

오로시마치제이아동공원 오로시마치 2정 10번 가구공원 

히가시츠와아동공원 히가시츠와 6번 가구공원 

타무라쥬쿠공원 오오츠노 7정 4번 근린공원 

키다마리츄오공원 키다마리히가시다이 1정 8번 가구공원 

카스미공원 키다마리히가시다이 5정 27번 가구공원 

케야키공원 키다마리히가시다이 4정 9번 가구공원 

미야와키공원 키다마리히가시다이 3정 5번 가구공원 

카제노공원 오오츠노 8정 20번 가구공원 

미도리노공원 오오츠노 5정 9번 가구공원 

무라사키가오카공원 무라사키가오카지내 근린공원 

츠치우라시히타나운동공원 히타나지내 운동공원 

타키타히가시공원 타키타 2정지내 가구공원 

타키타니시공원 타키타 1정지내 가구공원 

치도리가이케공원 코마츠 3정 21번 가구공원 

코모레비공원 나가쿠니다이지내 가구공원 

미즈토미도리노사토공원 후지사키 2정 7번 근린공원 

아사히토우게전망공원 오노지내 풍치공원 

타토베농촌공원 타토베지내 가구공원 

나가이농촌공원 나가이지내 가구공원 

오오바타케아동공원 오오바타케지내 가구공원 

후지사와아동공원 후지사와지내 가구공원 

후루사토노모리공원 후지사와・타카오카지내 지구공원 

마리야마녹지 마리야마신덴지내 도시녹지 

츠루누마공원 스게노야마치지내 농촌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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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세금에 관해 

● 일본의 세금 

국가와 지방에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 쓰레기 수집처리, 학교, 도로, 상하수도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세금은,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모으는 

돈입니다.일본의 세금에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와 현과 시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주된 것으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시∙현민세)가 과세됩니다.토치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가 과세됩니다.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와 경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또, 담배와 

술에 걸린 세금외, 물품의 구입과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소비세가 과세됩니다.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여도 일본인과 동등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２）국세 

츠치우라세무서 ☎029-822-1100 

● 소득세 

그 해의 １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됩니다.회사에서 근무해 급여를 받는 

사람은, 매월 급여로부터 세금이 공제됨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급여로부터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 사람과 두 군데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 급여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등은, 매년 ２월 16일부터 ３월 15일까지, 

세무서에 전년의 소득의 확정신고서를 제출해, 

납부합니다. 

（３）지방세 

● 시・현민세 

과세과 ☎내선 2232 

국적에 관계없이 １년이상 일본에 거주해, １월

１일 현재에 츠치우라시에 살고 있고, 전년중에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전년에 

수입이 있던 사람은, 그 수입의 전액에 따라 

익년의 ６월부터 내후년의 ５월까지, 12개월에 

나눠 급여로부터 공제됩니다.츠치우라시에서 

전출된 사람이여도, 그해의 １월 １일에 

츠치우라시에 살던 사람은, 츠치우라시에 

과세됩니다.급여로부터 공제된 사람에게는, ６

월에 납세통지서와 납부서가 송부됨으로, 은행과 

우체국, 편의점등에서 지불합니다.은행등의 

계좌로부터 세금의 자동납부도 

가능합니다.납기는, ６월, ８월, 10월, 익년의 １

월의 ４회입니다. 

● 자동차세 

츠치우라현세사무소 ☎029-822-7176 

４월１일 현재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됩니다.５월에 현세사무소로부터 

납세통지서와 납부서가 송부됨으로, 은행과 

편의점등에서 지불합니다.자동차의 차검을 받을 

때는, 납세증명서(계속검사용)가 

필요함으로,소중히 보관해주세요.차종별, 

배기량등으로 세금이 다르며, 납기는 ５월(년１

회)입니다. 

● 경자동차세 

과세과 ☎내선 2493 

４월１일 현재 

경자동차(배기량 660cc 이하),오토바이(원동기부

착자전거와 자동이륜)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됩니다.５월에 납세통지서와 

납부서가 도달함으로, 은행과 우체국, 

편의점등에서 지불합니다.경자동차의 차검을 

받을 때는, 납세증명서(계속검사용)이 

필요함으로, 소중히 보관해주세요.차종별, 

배기량등으로 세금이 다르고, 납기는 ５월(년１

회)입니다. 

※자동차와 경자동차, 바이크등을 다름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할 때는, 반드시 

수속해주세요.수속을 하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해, 세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 등록・폐차등의 수속처 

차량 종류 수속처 

원동기부착자전거 

（125cc이하） 
츠치우라시청 과세과 

야마토쵸 9-1 

☎029-826-1111（내선 2493） 
소형특수자동차 

（농경용,그 외） 

경자동차 

（660cc이하） 

경자동차검사협회츠치우라지소 

오로시마치 2-2-8 

☎029-843-3535 

보통자동차, 

이륜의 소형자동차 

（125cc초과） 

이바라키운수지국 

츠치우라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 

오로시마치 2-1-3 

☎050-5540-2018 

９．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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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기부착자전거 표식의 교부 

신규등록은 판매증명서, 양도받은 사람은양도를 

증명하는 서류와 인감이 필요합니다.전입시는, 

폐차신고접수서 또는 표식교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원동기부착자전거의 폐차 

표식(번호판)을 빼고, 

표식교부증명서와인감을지참하고 수속해주세요. 

● 고정 자산세 

과세과 ☎내선 2228,2337 

１월１일 현재, 토지, 가옥, 

상각자산(사업용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정자산세가 과세됩니다.세금은, 

평가액으로부터 구해지는 과세표준액에, 

세율(1.4％)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４월에 

납세통지서와 납부서가 송부됨으로, 은행과 

우체국, 편의점등에서 납부합니다.은행등의 

계좌로부터 자동납부도 가능합니다.납기는 ４월, 

７월, 12월, 익년의 ２월 ４회입니다. 

● 도시계획세 

과세과 ☎내선 2228,2337 

시가화구역내에 토치, 가옥을 가지고있는 

사람에게는, 도시계획세가 과세됩니다.세금은, 

평가액으로부터 구해지는 과세표준액에, 

세율(0.3％)를 곱해 산출합니다.고정자산세와 

합쳐서 과세되, 같은 납부서로 납세받고 

있습니다. 

● 납세장소와 방법 

납세과 ☎내선 2230 

시가 지정한 은행과 신용금고, 신용조합, 

농업협동조합, 노동금고, 우체국, 편의점, 

시청(지소∙출장소)에서 납세 가능합니다.또,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납부를 

이용해주세요.게다가, 경자동차세는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납세를 체납한 경우 

어떠한 세금에도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수수료와 

연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게다가, 

재촉해도 지불하지 않을 때는, 강제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급여등의 공제 가 있을수 

있습니다. 

 

● 출국 할 때 
일본에서 출국할 때에, 납세할 필요가 있는 

세금이 있을 때는, 본인을 대신해 납세에 관한 

일절의 수속(서류의 수령, 납세와 환부금의 

수령등)을 행할 납세관리인을 정하던가, 

예정납세(납세통지서가 송부되기 전에 세금을 

계산해, 출국전에 미리 납세하기)하던가, 또는 

전액을 납세해주세요. 

● 세에 관한 증명 

과세과 ☎내선 2493 

재류자격의 갱신∙변경과 보육소에 어린이를 

맡길때, 공영주택에 입거를 신청 할때, 

각종조성을 받을 때등에,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납세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등이 

필요합니다.증명서의 발행이 필요한 사람은, 

본인을 확인가능한 것을 지참하고, 과세과에 

신청해주세요. 

※원천징수표는, 근무처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근무처에 청구해주세요. 

종별 비고 

과세과시민세담당 

☎내선 2493 
※지참 할 것 

●본인확인 가능한 것 

재류카드,운전면허증, 

국민건강보험증등.단, 

사업소소재증명서,토지/가옥

등제증명서,지번도등의 

열람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 

또는 동거의 가족이 아닌 

경우는, 

위임장대리인선임신고가 

필요합니다.(단, 

토지/가옥평가증명서・

토지/가옥과세증명서등에 

관해서는, 동거의 

가족이여도 위임장・

대리인선임신고가 

필요합니다. ） 

토지／가옥등제증명서 ☆ 

토지／가옥평가증명서 ☆ 

토지／가옥과세증명서 ☆ 

소유부동산증명서 ☆ 

사업소소재증명서 ☆ 

시현민세과세／비과세증명서 ☆ 

시현민세소득증명서 ☆ 

납세증명서 ☆ 

고정자산평가액통지서 

과세과토지담당・ 

가옥담당 

☎내선 2228、2337 

주택용가옥증명서 

건물현황증명서 

건물멸실증명서 

고정자산과세수첩 

및지번도등의 열람 

☆표시가 있는 증명서는, 시민과에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９．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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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과 ☎내선 2298 

（１）자동차・오토바이의 운전 

일본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좌측통행, 

보행자는 우측통행입니다.일본의 도로는 

좁은데다 차와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운전자도 보행자도 

교통룰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주세요. 

● 운전면허 

일본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모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와도 그대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바꿔서 일본에 

가지고 오던가,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제네바조약을 위해 해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있으면, 일본에서도 

운전가능합니다.단, 일본에서 운전가능한 기간은, 

발급일 또는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의 

짧은 쪽입니다.국제면허의 유효기간내여도 

일본에 입국하고 1년을 넘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계속해 일본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또, 

3 개월미만의 출국기간으로 새로운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일본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으로 주의해주세요. 

※제네브계약에 가맹하고 있지 않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브라질등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일본의 운전면허로 바꾸기 

운전면허증을 국제면허증으로 바꾸지 

않고일본에온 경우는,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면 일본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바꿀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의 운전면허증이 

유효기간내고, 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그 나라에 통상해 3개월이상 체재한 것이 

증명가능 한 것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적성검사와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심사를 해, 합격하면 일본의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일본인과 같은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하는 

경우는,자동차교습소에 다녀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기간은 １～２개월로, 비용은  

30～40만엔이 듭니다.또한, 수업과 시험은 

일본어로 행해집니다. 

● 운전시 주의사항 

교통사고와 교통위반을 하면 운전면허의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은 업격하고, 운전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타고 있는 사람과 술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됩니다.음주할때는 차에 타지 않도록 

하던가, 차로 나가 음주할 때는, 운전대행업자를 

이용하는 등, 주의합시다. 

（２）자동차・오토바이의 소유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때, 폐차할때,주소가 변할 떄등에는, 

신고해주세요.특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반드시 등록자의 이름을 변경해주세요.수속을 

하지 않으면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 책음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 자동차와 250cc를 

넘는 오토바이는, 일정기간마다 나라가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차검)을 받고, 운행시에는 차검증을 

휴대해야만 합니다.새로 차를 구입한 경우는, ３

년째에 최초의 차검을 받고, 이후 ２년마다 

차검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게다가, 자동차의 

등록에는, 주차장소를 확보해, 경찰서로부터 

[차고증명]을 발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３）자동차보험 

● 강제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법률로, 모든 자동차(오토바이)와 

원동기부착자전거도 포함)１대마다 가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입니다. 

● 임의보험 

법률로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자배책보험)과는 달리, 

가입할지 말지 고를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배책보험은 보상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신사고를 냈을 때에는 충분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임의 보험에 가입해 두면, 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배상금의 지불과 상대와의 

교섭등도 보험회사가 대신 해줌으로 안심입니다. 

10．자동차・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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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과 ☎내선 2298 

（１）교통룰과 매너 

일본에서는, 자동차와 바이크는 좌측통행, 

보행자는 우측통행으로, 보행자가 

우선입니다.통행할 때는, 신호등과 교통표식을 

지킵시다. 

● 자동차・오토바이 

○ 자동차을 운전할 때는, 안전벨트를 

차고,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헬멧을 써야만 

합니다.또, 6 세미만의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울 떄는, 차일드시트의 사용이 의무입니다. 

○ 소량이어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됩니다. 

○ 운전 할때에는 반드시 면허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 운전중에 휴대전화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등의 

긴급차량에게는길을 비켜줘야만 합니다. 

● 자전거 

○ 자전거는, 기본적으로는 차도의 좌측을 

달려야 합니다.단,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인도를 자전거로 통행가능합니다. 

○ ”자전거통행가”의 도로표식등이 있는 보도는, 

자전거로통행 가능합니다. 

○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안됩니다. 

○ 두명 타기와 우산,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자전거를 타면 안됩니다. 

○ 야간은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 보행자 

○ 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도를 통행해,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을 

통행합니다.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넙시다. 

○ 보행자신호가 파랑이여도, 우・좌회전 하는 

차가 교차점에 진입할 우려가 있음으로, 

도로를 건널 때는, 좌우의 확인을 잊지 

말아주세요. 

○ 대각선 횡단과 빨간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 야간에 외출할 때는, 밝은 색의 복장과 

반사재를 착용해주세요. 

● 자전거주차장（주륜장） 
역 주변의 교통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와, 

통근과통학, 장보기등에 이용하기 위해, 

자전거주차장(유료)와 임시자전거 두는곳(무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주차장과 임시자전거 두는 곳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츠치우라역히가시구치제１ 아리아케쵸２ 029-826-4911 

츠치우라역히가시구치제２ 아리아케쵸２ 029-826-4911 

츠치우라역히가시구치제３ 아리아케쵸２ 029-826-4911 

츠치우라역히가시구치제４ 아리아케쵸２ 029-826-4911 

츠치우라역니시구치제１ 야마토쵸２ 029-826-7979 

츠치우라역니시구치제２ 카와구치１정４ 029-826-7979 

츠치우라역니시구치지하 야마토쵸９ 029-826-7979 

칸다츠역니시구치 칸다츠츄오１정１ 029-833-0355 

아라카와오키역니시구치 나카아라카와오키마치 28  

아라카와오키역히가시구치제１ 아라카와오키히가시３정８  

아라카와오키역히가시구치제２ 아라카와오키히가시３정９  

（２）교통사고 

● 교통사고를 냈을 때 

① 부상자가 있는 경우는, 가능한 

응급처치를하고☎119번에 구급차를 부른다. 

② ☎110번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지시를 받는다.사고가 속발할 우려가 있을 

때와 그 외의 교통의 방해가 될 때는, 차를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킨다. 

③ 사고의 대소에 상관없이,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으면”뺑소니”로 엄격하게 벌해진다. 

④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연락한다. 

●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① 상처가 있을 때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119번으로 구급차를 

부른다.(구급차를 요청한다.) 

② ☎110번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지시를 받는다. 

③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연락한다. 

④ 경찰과 보험회사가 사고현장에 올 때까지, 

상대의 차의 번호,운전면허증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등을 확인해둔다. 

⑤ 몸을 다쳤을 때는, 아무리 가벼워도 병원에가, 

검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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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현민교통재해공제 
현민교통재해공제는, 가입자(전원)이교통사고에 

의해 다쳤을 경우에, 치료실일수에 따른 

위문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츠치우라시에 살고 있는 사람(주민기본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 공제기간 

４월１일부터 익년 ３월 31일까지(도중에 가입한 

경우는, 신고익일부터 ３월 31일까지) 

◆ 회비（연간） 

어른…900엔、중학생이하…500엔（９월 30일이

후에가입한 

경우는,어른…450엔、중학생이하…250엔） 

◆ 가입 신청 

시청,각지소∙출장소에 회비의 지불과 함께 신청 

◆ 대상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에 규정하는 

차량(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등)의 운행에 따른 

충돌과 넘어지기등, 도로상에서의 사고에 의해 

사상한 경우 

・건널목에서 전차등과의 접촉과 충돌의 사고에 

의해 사상된 경우 

◆ 청구기간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기산해 ２년이내. 

◆ 공제위안금 

특급 재해구분 금액 

１ 사망 100 만엔 

２ 치료실일수 181일이상의 상해 30 만엔 

３ 치료실일수 151 일이상의 상해 25 만엔 

４ 치료실일수 121 일이상의 상해 20 만엔 

５ 치료실일수 91 일이상의 상해 15 만엔 

６ 치료실일수 61 일이상의 상해 10 만엔 

７ 치료실일수 41 일이상의 상해 ８ 만엔 

８ 치료실일수 21 일이상의 상해 ６ 만엔 

９ 치료실일수 ８ 일이상의 상해 ３ 만엔 

10 치료실일수 ３ 일이상의 상해 ２ 만엔 

◆ 신장위안금 

이미 공제위안금의 급부를 받은 회원이, 

그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장애자장애정도등급표１급 또는 ２급의 

장애가 남은 경우에 50만엔이 급부됩니다 

（４）주된 교통표식 

 

 

 

 

 

 

 

 

 

 

 

 

 

 

 

 

 

 

 

 

 

 

 

 

 

 

 

 

 

 

 

 

 

 

 

 

 

 

 

 

 

통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차량진입금지 

지정방향외진행금지 U 턴금지 추월을 위한 

우측부분통행금지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최고속도 

자동차전용 자전거 및 보행자전용 보행자전용 

일방통행 지정방향별통행구분 주차가능 

서행 일시정지 횡단보도 

건널목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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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원 

의료기관명 진료과목 대응언어 

우츠기안과 

후지사키 1-16-14 

☎029-823-4160 

안과 영어 

우라라위장과외과 

야마토마치 9-2 

우라라 2-203 

☎029-825-4477 

위장과 영어 

오오이시내과클리닉 

오오이와타 2472 

☎029-835-0014 

내과 영어 

오오츠카클리닉 

칸다츠츄오 3-9-1 

☎029-832-7555 

내과 

소아과 

순환기내과 

영어 

오오츠노어린이클리닉 

오오츠노 8-2-18 

☎029-828-2580 

소아과 영어 

카라스야마진료소 

카라스야마 2-530-386 

☎029-843-0331 

내과 영어 

결속이비인후과의원 

오오마치 7-19 

☎029-821-0222 

이비인후과 영어 

켄난병원 

나카 1087 

☎029-841-1148 

뇌신경외과 영어 

국립병원기강 

카스키가우라의료센터 

시모타카츠 2-7-14 

☎029-822-5050 

※내과는 프랑스어, 

순환기내과는 중국어도 

가능.단,외국어는, 

외래환자만 대응 가능. 

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영어 

시바타마타니티클리닉 

사쿠라마치 4-13-20 

☎029-821-0154 

산부인과 영어 

소메야소아과 

야마토마치 9-2 

우라라 2-306 

☎029-825-3121 

소아과 

내과 

영어 

타카노의원 

아라카와오키니시 2-12-2 

☎029-841-0154 

내과 

소아과 

소화기내과 

영어 

 

 

의료기관명 진료과목 대응언어 

타카야스클리닉 

타츠타마치 1-22 

☎029-822-8201 

※순환기과는 영어만 가능 

내과 

신경내과 

한방내과 

순환기과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츠쿠바멘탈클리닉 

미나토마치 1-7-15 

☎029-826-3883 

정신과 영어 

총합병원츠치우라협동병

원 

오오츠노 4-1-1 

☎029-830-3711 

총합내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혈액내과 

내분비내과 

교원병내과 

정신내과 

소아과 

신생아과 

소화기외과 

심장외과 

혈관외과 

호흡기외과 

뇌신경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형성외과 

유선외과 

소아외과 

비뇨기과 

산과 

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 

치과구강외과 

마취과 

페인클리닉 

완화케어과 

심신의료과 

구급집중치료과 

집중치료과 

방사선진단과 

방사선치료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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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명 진료과목 대응언어 

총합병원츠치우라협동병

원 

오오츠노 4-1-1 

☎029-830-3711 

화학요양과 

예방의료과 

병리진단과 

재활과 

영어 

츠치우라중앙클리닉 

죠호쿠마치 6-18 

☎029-835-0200 

내과 

외과 

뇌신경외

과 

영어 

츠치우라하드클리닉 

사쿠라마치 1-8-14 

칸테츠츠치우라빌딩Ⅱ4층 

☎029-825-6111 

내과 

순환기과 

영어 

츠치우라히가시쿠치클리

닉 

아리아케쵸 2-31 

칸테츠츠치우라빌딩 4층 

☎029-825-7880 

소아과 영어 

츠치우라베리루클리닉 

츠와 4-4022-2 

☎029-835-3002 

내과 영어 

츠루마치피부과클리닉 

아라카와오키니시 1-17-4 

☎029-842-3046 

피부과 영어 

누카가의원 

후지사키 1-7-25 

☎029-821-5748 

내과 

성형외과 

영어 

하기와라클리닉 

칸다츠츄오 5-24-25 

☎029-832-2111 

내과 

소아과 

비뇨기과 

영어 

포르투갈

어  

히사마츠의원 

사쿠라마치 1-13-5 

☎029-821-0405 

내과 

소아과 

방사선과 

영어 

히사마츠이비인후과의원 

츄오 2-4-21 

☎029-821-6002 

이비인후과 영어 

히로타어린이클리닉 

분쿄쵸 11-3 

☎029-827-4150 

소아과 영어 

마츠모토내과의원 

나카무라히가시 3-1-20 

☎029-843-1211 

내과 

소아과 

영어 

미야자키클리닉 

후지사와 964-2 

☎029-830-6800 

내과 영어 

 

의료기관명 진료과목 대응언어 

유미코내과클리닉 

타나카 3-4-41 

☎029-821-1180 

내과 영어 

※츠치우라시 의사회에 가입해 있는 병원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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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의료기관명 대응언어 

우라라치과클리닉 

야마토쵸 9-2 

우라라 2-204 

☎029-825-4488 

영어 

카지츠카클리닉 

야마토쵸 2-22 

☎029-823-1551 

영어 

카모치과 

나가쿠니 879-6 

☎029-824-5117 

영어 

키쿠치치과의원 

나카타카츠 1-21-10 

☎029-822-1661 

영어 

코바야시치과의원 

시라토리마치 1106-180 

☎029-831-7644 

영어 

사쿠라이치과의원 

티다마리히가시다이 3-9-30 

☎029-824-2005 

영어 

시바치과 

마나베 4-11-2 

☎029-821-8772 

영어 

타카기치과 

코쿠분쵸 4-15 

☎029-822-3111 

영어 

챠조노치과의원 

칸다츠츄오 5-4-14 

☎029-832-3600 

중국어 

나가이치과클리닉 

오오마치 4-13 

☎029-846-1122 

영어 중국어 

한국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타이어 

베트남어 

나가쿠니다이치과클리닉 

나가쿠니 1052-7 

☎029-826-1511 

영어 

미나미가쿠엔치과의원 

니시네미나미 3-1-29 

☎029-841-0606 

영어 중국어 

 

 

 

 

의료기관명 대응언어 

미야타치과클리닉 

나카아라카와오키마치 2-6 

트윈빌딩 201 

☎029-843-4618 

영어 

미나토치과클리닉 

미나토마치 1-4-19 

와코제２빌딩 

☎029-835-3480 

영어 

모기치과의원 

마나베 1-11-25 

☎029-821-0735 

영어 

요시다치과 

오야마다 1-427 

☎029-841-4848 

영어 중국어 

※츠치우라시 의사회에 가입해 있는 병원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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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약점명 주소 전화번호 

아인약국츠치우라점 오카쥬쿠마치 2762-3 ☎029-846-7111 

아스카약국츠치우라점 이쿠타쵸 2-11 ☎029-823-2135 

애플약국카스미가우라점 시모타카츠 1-21-53 ☎029-879-8690 

이온약국츠치우라점 카미타카츠 367 ☎029-835-8400 

이마카와약국츠치우라점 오오츠노 5-1-25 ☎029-869-6677 

역앞약국우라라３ 야마토쵸 9-3 ☎029-821-1742 

ＳＦＣ약국오오츠노히루즈점 오오츠노 8-2-22 ☎029-828-2135 

오오카와약국 사쿠라마치 2-4-12 ☎029-823-8603 

오쿠이약국 츄오 1-8-16 ☎029-824-3870 

오쿠이약국역동쪽출구점 
미나토마치 1-7-3 
코지마빌딩 1F ☎029-821-9963 

학원조제약국아라카와오키점 아라카와오키 422-1 ☎029-834-2481 

카라스야마약국 카라스야마 1-476-2 ☎029-843-7577 

카린약국칸다츠점 칸다츠츄오 5-25-14 ☎029-832-8776 

카와치약국츠치우라미나미점 나카타카츠 3-1-3 ☎029-835-3575 

카와치약국마나베점 마나베신마치 20-20 ☎029-835-8138 

칸다츠츄오약국 칸다츠츄오 3-14-19 ☎029-828-8801 

칸다츠병원 칸다츠츄오 5-11-2 ☎029-831-9711 

칸다츠약국 칸다츠히가시 1-15-2 ☎029-831-6408 

한방약코우진도 나카무라미나미 1-1-12 ☎029-841-0209 

키다마리약국 키다마리 1641-1 ☎029-825-1246 

쿄와조제약국오오츠노지국 오오츠노 8-1-11 ☎029-898-9914 

쿠올약국츠치우라점 오오이와타 2469-33 ☎029-835-2090 

겡키쵸자이약국사쿠라점 사쿠라마치 3-10-16 ☎029-879-8356 

사카모토약국 아라카와오키니시 2-1-1 ☎029-841-0122 

사쿠라이약국츠치우라나가쿠니점 나가쿠니 1044-1 ☎029-835-7777 

사쿠라이약국츠치우라분쿄점 분쿄쵸 10-22 ☎029-835-2277 

사쿠라이약국미나미아라카와오키점 아라카와오키미나미쿠100 ☎029-830-5050 

사쿠라약국츠치우라역니시구치점 야마토 9-2 우라라 2-2F ☎029-824-8642 

시마다약국 코마츠 1-5-2 ☎029-822-1560 

죠이풀혼다아라카와오키점 키타아라카와오키마치1-30 ☎029-841-2211 

스카이약국 나카타카츠 1-15-49 ☎029-825-3011 

스즈란약국사쿠라가오카점 사쿠라가오카마치 28-46 ☎029-822-5614 

스미레조제약국 칸다츠츄오 5-4-16 ☎029-831-1411 

스미레약국 사쿠라쵸 3-14-18-102 ☎029-835-2518 

센터약국 죠호쿠마치 7-23 ☎029-825-3301 

센터약국본점 오키쥬쿠마치 2695-7 ☎029-893-2621 

타나카약국 타나카 3-1762-2 ☎029-896-3347 

조제약국카나자와 나카무라미나미 4-4-32 ☎029-841-5153 

조제약국츠루하드러그츠치우라코마츠점 코마츠 1-4-27 ☎029-825-5268 

츠치우라산부인과 쵸우 1-14-22 ☎029-821-0068 

츠치우라조제약국 시모타카츠 1-21-50 ☎029-826-0750 

츠치우라조제약국오오마치점 오오마치 7-18 ☎029-828-7833 

츠치우라베리루클리닉 츠와 4-4022-2 ☎029-835-3002 

 

약국・약점명 주소 전화번호 

츠치우라미나미조제약국 나카아라카와오키마치 5-3 ☎029-841-7500 

츠보와약국 칸다츠츄오 1-1-3 ☎029-831-0317 

츠와병원 니시나미키마치 3690 ☎029-824-3434 

테라카도약국 시모타카츠 2-6-27 ☎029-821-6218 

난잔도약국오오츠노점 오오츠노 5-14-1 ☎029-846-0211 

난잔도약국옷토미나미점 옷토미나미 3-110-5 ☎029-842-2989 

난잔도약국츠치우라키타점 히타나 3968-8 ☎029-835-0733 

난잔도약국츠치우라점 카와구치 1-5-19 ☎029-823-4858 

난잔도약국나카타카츠점 나카타카츠 3-11-15 ☎029-875-9815 

난잔도약국나카무라점 나카 1085 ☎029-830-4700 

누마노약국 후지사와 964-8 ☎029-833-4799 

하쿠사이약국 사쿠라마치 4-15-5 ☎029-827-2243 

하스노미약국 키다마리 1661-2 ☎029-879-7533 

후지야약국 미기모미 2626-17 ☎029-830-4612 

부라스조제약국 오오이와타 2472 ☎029-821-3670 

부루셰오쿠이약국 
타나카 2-10 후도오브 

스톳카타나카점내 
☎029-823-8299 

프렌드약국 나카무라히가시 2-18-1 ☎029-843-1122 

포푸리약국아사히점 사쿠라마치 3-6-14 ☎029-893-3810 

포푸리약국사쿠라마치점 사쿠라마치 3-5-3 ☎029-835-3555 

포푸리약국츄오점 츄오 2-14-5 ☎029-896-6872 

포푸리약국나카무라점 나카무라미나미 5-30-2 ☎029-841-5331 

메구미조제약국 죠호쿠마치 13-19 ☎029-828-5264 

모모조노약국 시모사카타 2012-6 ☎029-830-6131 

약쿠스드러그츠치우라마나베약국 마나베 3-3386 ☎029-827-0725 

야마구치약국 츄오 1-7-11 ☎029-821-2617 

야마구치약국 우라라점 야마토쵸 9-2우라라 2-1F ☎029-825-5211 

야마구치약국 오오츠노점 오오츠노 5-14-4 ☎029-898-9393 

야마구치약국 츄오점 츄오 1-12-24 ☎029-893-3575 

라이즈조제약국 아라카와오키니시2-11-11 ☎029-834-2233 

라이즈조제약국츠치우라키타점 나미키 5-4076-3 ☎029-832-1689 

※츠치우라시약제사회에 가입해있는 약국・약점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13．약국・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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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상담 센터 

이바라키현국제교류협회에서는, 외국인을 

위해[외국인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외국인의 여러분이, 의문과 문제에 

관해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도록, ９언어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전화와 면접등 편한 

방법으로 상담해주세요.상담은 무료로, 비밀은 

엄수합니다.또, 법률상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월２회, 예약제로 무료의 

변호사상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법률,재류자격,노동,의료,교육,결혼등 

◆ 접수시간 

8:30～17:00（12:00～13:00을 제외） 

◆ 접수체제 

상담원이, 영어, 중국어, 포루트갈어, 타이어,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일본어로 상담에 응합니다. 

◆ 언어별 접수 스케쥴 

요일 언어 

월 영어・일본어 중국어（13:30～17:00） 

화 영어・일본어 스페인어,한국어,베트남어 

수 영어・일본어 중국어,타이어 

목 영어・일본어 포루투갈어,타가로구어 

금 영어・일본어 
타이어（8:30～17:00） 

인도네시아어（13:30～17:00） 

◆ 장소 및 연락처 

공익재단법인 

이바라키현국제교류협회[외국인상담센터] 

미토시센바쵸우시로카와 745 

현민문화센터분관２층 

☎029-244-3811 

● 전화상담 

◆ 헬로 워크 츠치우라 

직업상담,직업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029-822-5124 

언어 요일 대응시간 

영어 월・수・금 9:00～15:00 

포루트갈어 월～목 9:00～15:00 

스페인어 화・목 9:00～15:00 

중국어 월・수 9:00～15:00 

 

◆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 다이얼 

임금,해고,퇴직,노동시간,휴일등의 노동조건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시간…10:00～15:00（12:00～13:00을 

제외） 

언어 요일 전화번호 

영어 

월～금 

0570-001701 

중국어 0570-001702 

포루트갈어 0570-001703 

스페인어 화・목・금 0570-001704 

타갈라로그어 화・수 0570-001705 

◆ ＡＭＤＡ국제의료정보센터 

외국어가 사용 가능한 병원의 소개와, 

의료복지제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03-5285-8088 

언어 요일 대응시간 

영어,타이어,중국어 

한국어,스페인어 
매일 9:00～20:00 

포루트갈어 월・수・금 9:00～17:00 

타갈라로그어 수 13:00～17:00 

베트남어 목 13:00～17:00 

14．곤란에 처했을  때의 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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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표시의 내용 

  비상구： 

재해가 일어 났을 때등, 긴급시 

도망가는 출구 

  광격피난장소： 

 공원등,재해가 일어 났을 때에 

대피하는 곳 

 
소화기： 

 분말식소화기가 설치된 곳 

 구호소： 

 재해가 일어 났을 때에, 다친사람의 

응급처치를 하는 곳 

 화장실： 

 좌：여성용 

 우：남성용 

 
장애인의 심볼마크：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건물,시설 

 안내소： 

 관광과 숙박, 길안내등을 하는 

곳 

 엘리베이터： 

 공공시설과 상업시설등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에스컬레이터： 

  공공시설과 상업시설등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곳 

 계단： 

  공공시설과 상업시설등에서 

계단이 있는 곳 

 자동보관함： 

  공공시설과 상업시설등에서 

코인락커가 있는 곳 

 흡연소： 

  공공시설과 상업시설등에서 

흡연가능한 곳 

  

표시 표시의 내용 

  
Wi-Fi스폿： 

 Wi-Fi사용가능한 곳 

 
전철： 

 전철을  타는 곳 

 
버스： 

 버스 타는 곳 

 
택시： 

택시 타는 곳 

 
주차장： 

주차장이 있는 곳 

 
은행・환전： 

은행 또는 환전소가 있는 곳 

 ＡＴＭ： 

 은행등에 맡긴 돈을 인출하는 

기계가 있는 곳 

 
우편： 

 우체국이 있는 곳 

 
페트병： 

 재활용 가능한 페트병 

 
재활용용지： 

 재활용 가능한 종이 

 
플라스틱：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알루미： 

 재활용 가능한 알루미늄 

15．일상생활에서 보는 주된 그림문자 

※이외에도、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정보와 주의를 나타내기위한 사인이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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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지소・출장소 

츠치우라시청 야마토쵸 9-1 ☎029-826-1111 

오오마치청사（수도과） 오오마치 11-38 ☎029-821-6237 

츠와지소 나미키 3-3-43 ☎029-821-1490 

미나미지소 아라카와오키니시 2-11-28 ☎029-841-0036 

카미오오츠지소 테노마치 1505-1 ☎029-828-1007 

니이하리지소 후지사와 990 ☎029-862-3515 

칸다츠출장소 칸다츠마치 682-54 ☎029-832-3292 

 

교육위원회・농업위원회 

교육위원회사무국 야마토쵸 9-2 우라라 2-7F ☎029-826-1111 

청소년센터 야마토쵸 9-2 우라라 2-8F ☎029-823-7838 

청소년지도실 야마토쵸 9-2 우라라 2-8F ☎029-823-7838 

교육상담실 히가시마나베마치 2-5 ☎029-825-6211 

교육상담실（전화상담） 히가시마나베마치 2-5 ☎029-823-7837 

제일학교급식센터 시모타카츠 4-5-5 ☎029-821-0559 

제이학교급식센터 타카칸다츠마치 31-5 ☎029-831-4525 

농업위원회사무국 야마토쵸 9-1 ☎029-826-1111 

 

도시기반・생활환경 

수도과（오오마치청사） 오오마치 11-38 ☎029-821-6237 

오오이와타배수장 오오이와타 1734 ☎029-823-7422 

도로보수사무소 타나카마치 3282 ☎029-823-6604 

청소사무소 타나카마치 3282 ☎029-821-3189 

위생센터 사노코 13 ☎029-821-1724 

청소센터 나카무라니시네 1811-1 ☎029-841-3427 

일반폐기물최종처분장 시라토리마치 924-4 ☎029-831-7374 

환경클린센터 카스미가우라시카미사야 31-1 ☎0299-59-4649 

시영제장 타나카 2-16-33 ☎029-824-2013 

이마이즈미영원관리사무소 이마이즈미 1186 ☎029-862-1108 

츠치우라역동주차장 아리아케쵸 2-7 ☎029-823-4815 

츠치우라역서주차장 아리아케쵸 1 ☎029-823-0220 

츠치우라역동쪽출구제 1 자전거주차장 아리아케쵸 2-7 ☎029-826-4911 

츠치우라역동쪽출구제 2 자전거주차장 아리아케쵸 2 ☎029-826-4911 

츠치우라역동쪽출구제 3 자전거주차장 아리아케쵸 2 ☎029-826-4911 

츠치우라역동쪽출구제 4 자전거주차장 아리아케쵸 2 ☎029-826-4911 

츠치우라역서쪽출구제 1 자전거주차장 야마토쵸 2 ☎029-826-7979 

츠치우라역서쪽출구제 2 자전거주차장 카와구치 1정 4 ☎029-826-7979 

츠치우라역서쪽출구지하자전거주차장 야마토쵸 9-1 ☎029-827-0202 

칸다츠역서쪽출구자전거주차장 칸다츠츄오 1정 1 ☎029-833-0355 

 

복지・보건 

츠치우라시보건센터 시모타카츠 2-7-27 ☎029-826-3471 

유아언어의 교실 시모타카츠 2-7-27 ☎029-826-1111 

휴일긴급진료소 시모타카츠 2-7-27 ☎029-823-9628 

니이하리보건센터 후지사와 990 ☎029-862-5011 

츠와아동관 이타야 2-712-9 ☎029-832-3112 

포푸라아동관 카라스야마 2-530-394 ☎029-841-3212 

니이하리아동관 혼고 347-1 ☎029-862-4403 

지역육아지원센터「사쿠란보」 타나카 3-4-5 ☎029-823-1288 

육아교류살롱「와라베」 나카타카츠 1-19-20 ☎029-825-1030 

육아교류살롱「노조미」 히가시마나베마치 2-5 ☎029-824-8620 

가정아동상담실（어린이복지과） 야마토마치 9-1 ☎029-826-1111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야마토쵸 9-2 우라라 2-5F ☎029-827-1123 

양육지원센터 카미타카츠 1809 ☎029-824-8013 

츠쿠시의집 카미타카츠 1810 ☎029-823-5881 

니이하리총합복지센터 사와베 1423-1 ☎029-862-3522 

만남센터「나가미네」 나카무라니시네 2078-1 ☎029-830-5600 

노인복지센터「코한소」 테노마치 1892-1 ☎029-828-0881 

노인복지센터「츠와부키」 나카츠 1-5428-2 ☎029-831-4126 

노인복지센터「우라라」 야마토쵸 9-2 우라라 2-6F ☎029-827-0050 

사회복지협의회 야마토쵸 9-2 우라라 2-4F ☎029-821-5995 

실버인재센터 히가시마나베마치 2-5 ☎029-824-8281 

 

산업・소비 

국민숙사「스이고」카호의유 오오이와타 255 ☎029-823-1631 

츠치우라시관광협회 츄오 1-3-16 ☎029-824-2810 

마칙카도쿠라「다이토쿠」 츄오 1-3-16 ☎029-824-2810 

관광안내소 아리아케쵸 1-30 ☎029-821-4166 

관광정보물산센터「키라라관」 야마토쵸 9-1 ☎029-824-6110 

근로청소년홈 분쿄쵸 9-2 ☎029-822-7921 

근로자총합복지센터「워크빌딩츠치우라」 키다마리히가시다이4-1-1 ☎029-826-2622 

소비생활센터 츄오 2-16-4 ☎029-823-3928 

산업문화사업단 오오이와타 1051 ☎029-823-4811 

토지개발공사 야마토쵸 9-1 ☎029-826-3400 

코마치노야카타 오노 491 ☎029-862-1002 

농업공사 나가이혼고입회지아자하나레야마번외-1 ☎029-862-5143 

 

소방・방재 

소방본부 타나카마치 2083-1 ☎029-821-0119 

츠치우라소방서 타나카마치 2083-1 ☎029-821-0119 

츠치우라소방서 남분소 사쿠라가오카마치 13-1 ☎029-823-0119 

츠치우라소방서 나미키출장소 나미키마치 3580-1 ☎029-824-0119 

아라카와오키소방서 나카아라카와오키마치27-12 ☎029-841-0119 

칸다츠소방서 칸다츠츄오 5-32-6 ☎029-831-0119 

니이하리소방서 오오바타케 46 ☎029-862-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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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커뮤니티 

도서관 분쿄쵸 9-2 ☎029-822-3389 

 삼중지구분관 나카무라미나미 4-8-14 ☎029-843-8434 

 칸다츠지구분관 칸다츠마치 682-54 ☎029-833-1296 

 츠와분관 나미키 5-4824-1 ☎029-830-1091 

 니이하리지구분관 후지사와 982 ☎029-896-6465 

박물관 츄오 1-15-18 ☎029-824-2928 

카미타카츠카이즈카고향 역사의 광장 시모타카츠 1843 ☎029-826-7111 

시민회관 히가시마나베마치 2-6 ☎029-822-8891 

1 중지구공민관(커뮤니티센터) 오오테마치 13-9 ☎029-821-0104 

2 중지구공민관(커뮤니티센터) 키다마리 1675 ☎029-824-3588 

3 중지구공민관(커뮤니티센터) 나카무라미나미 4-8-14 ☎029-843-1233 

4 중지구공민관(커뮤니티센터) 코쿠분쵸 11-5 ☎029-824-9330 

카미오오츠공민관(커뮤니티센터) 테노마치 3252 ☎029-828-1008 

6 중지구공민관(커뮤니티센터) 카라스야마 2-2346-1 ☎029-842-3585 

츠와공민관(커뮤니티센터) 나미키 5-4824-1 ☎029-832-1667 

니이하리지구공민관(커뮤니티센터) 후지사와 982 ☎029-862-2673 

칸다츠지구커뮤니티센터 칸다츠마치 682-54 ☎029-833-1295 

키죠플라자 츄오 2-16-4 ☎029-824-3121 

남녀공동참획센터 야마토쵸 9-1 ☎029-827-1107 

츠치우라시생애학습관 분쿄쵸 9-2 ☎029-822-3381 

 

스포츠・레크레이션・공원 

키죠공원관리사무소 중앙 1정 13 ☎029-823-1858 

키죠공원히가시야구라 중앙 1정 13 ☎029-824-0028 

카스미가우라총합공원관리사무소 오오이와타 580 ☎029-824-0880 

 테니스코트 오오이와타 580 ☎029-824-0880 

 카스미가우라문화체육회관 오오이와타 1051 ☎029-823-4811 

 네이쳐센터 오오이와타 145 ☎029-826-4829 

카와구치운동공원관리사무소 카와구치 2-12-75 ☎029-821-1648 

 카와구치운동공원야구장 카와구치 2-12-75 ☎029-821-1648 

 카와구치운동공원테니스코트 카와구치 2-12-75 ☎029-821-1648 

옷토패밀리스포츠공원테니스코트 오로시마치 1-1-11 

☎029-862-1943 

예약： 

☎029-843-1233 

칸다츠공원야구장 키타칸다츠마치 3 ☎029-821-1648 

무도관 분쿄쵸 10-16 ☎029-822-8730 

청소년의 집 옷토 1099 ☎029-842-8429 

니이하리운동공원 후지사와 801-1 

☎029-826-1111 

(내선 5125) 

（스포츠진흥과） 

니이하리트레이닝센터 후지사와 990 

☎029-826-1111 

(내선 5125) 

（스포츠진흥과） 

 

 

 

시립 보육소・유치원・학교 

◆ 보육소 

신생보육소 나카무라미나미 1-24-1 ☎029-841-0575 

아라카와오키보육소 아라카와오키니시2-10-11 ☎029-841-0037 

카스미가오카보육소 카스미가오카마치 13-20 ☎029-821-1890 

토자키보육소 토자키마치 4-7 ☎029-821-2807 

 역앞공원 야마토쵸 9-2우라라 2-8F ☎029-826-3515 

츠와보육소 나미키 2-8-4 ☎029-822-8053 

아마카와보육소 아마카와 1-24-1 ☎029-822-6172 

신카와보육소 죠호쿠마치 18-19 ☎029-822-8896 

사쿠라가와보육소 타나카 3-4-5 ☎029-821-9136 

칸다츠보육소 칸다츠츄오 3-8-22 ☎029-831-8464 

타케노이리보육소 니시네미나미 3-4-46 ☎029-842-6253 

◆ 유치원 

츠치우라유치원 분쿄쵸 9-6 ☎029-821-0796 

츠치우라제 2 유치원 후지사키 2-1-46 ☎029-821-1310 

츠와유치원 이타야 4-714-7 ☎029-831-3735 

오오이와타유치원 코이와타히가시 2-18-4 ☎029-824-3430 

니이하리유치원 사와베 1423-4 ☎029-862-3507 

◆ 초등학교 

츠치우라초등학교 오오테마치 13-32 ☎029-822-2325 

시모타카츠초등학교 시모타카츠 4-2-9 ☎029-821-1100 

아마즈초등학교 나카 455 ☎029-841-0565 

오오이와타초등학교 오오이와타 2066-1 ☎029-821-0247 

마나베초등학교 마나베 4-3-1 ☎029-821-0752 

츠와초등학교 나미키 5-4826-1 ☎029-831-1510 

아라카와오키초등학교 아라카와오키히가시3-24-3 ☎029-841-0049 

나카무라초등학교 나카무라미나미 5-29-5 ☎029-841-0168 

츠치우라제 2 초등학교 후지사키 2-1-41 ☎029-821-0205 

카미오오츠동초등학교 오키쥬쿠마치 2489 ☎029-828-1018 

카미오오츠서초등학교 테노마치 3651 ☎029-828-1016 

칸다츠초등학교 나카칸다츠마치 4 ☎029-831-5999 

미기모미초등학교 미기모미 1728-3 ☎029-842-2501 

츠와남초등학교 히타나 3090 ☎029-823-8251 

옷토초등학교 옷토미나미 2-1-1 ☎029-843-2008 

스가야초등학교 스게노야마치 1464-8 ☎029-831-8331 

후지사와초등학교 후지사와 3057 ☎029-862-3505 

토리데초등학교 타카오카 1367 ☎029-862-3506 

야마노쇼초등학교 혼고 301 ☎029-862-3504 

◆ 중학교 

츠치우라제 1 중학교 분쿄쵸 3-8 ☎029-821-3679 

츠치우라제 2 중학교 히가시마나베마치 21-7 ☎029-821-0808 

츠치우라제 3 중학교 나카무라미나미 1-25-15 ☎029-841-0200 

츠치우라제 4 중학교 나카타카츠 3-10-4 ☎029-821-0297 

츠치우라제 5 중학교 테노마치 3218-1 ☎029-82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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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치우라제 6 중학교 미기모미 428 ☎029-842-7751 

츠와중학교 나카누키 1222-2 ☎029-831-0866 

니이하리중학교 후지사와 913 ☎029-862-3503 

 

시립이외의 보육소（보육원）・유치원・학교 

◆ 보육소（보육원） 

엔젤・유메보육원 마나베 2-10-23 ☎029-822-1863 

시라토리보육원 시라토리마치 1096-4 ☎029-831-2590 

츄오보육원 칸다츠츄오 1-10-21 ☎029-830-1284 

츠쿠바국제보육원 토자키마치 12-21 ☎029-823-7404 

츠치우라아이링카이보육원 미기모미 1681 ☎029-841-0463 

메구미보육원 카라스야마 5-2263-8 ☎029-841-2838 

타카오카보육원 타카오카 2303-4 ☎029-862-4666 

후지사와보육원 후지사와 1746 ☎029-862-2600 

시라호보육원 하스카와라신마치 8-30 ☎029-823-3070 

아오조라보육원 카미타카츠 1800-1 ☎029-869-7490 

카나보육원 나카무라미나미 1-14-11 ☎029-843-6877 

동화관보육원 히가시마나베마치 9-28 ☎029-824-1323 

◆ 유치원 

아오바다이유치원 미기모미 2755 ☎029-842-6311 

아마카와유치원 아마카와 1-4-19 ☎029-821-4126 

엔젤스포츠유치원 카라스야마 5-2039 ☎029-842-6820 

시라호유치원 하스카와라신마치 11-35 ☎029-823-2695 

신가쿠유치원 테노마치 4524 ☎029-828-1905 

츄오유치원 칸다츠츄오 2-1-18 ☎029-831-2103 

츠쿠바국제단기대학부속유치원 마나베 6-6-9 ☎029-826-5146 

츠치우라성모유치원 오오마치 9-6 ☎029-823-1460 

츠치우라일본대학고등학교부속유치원 사쿠라가오카마치 17-45 ☎029-822-0696 

츠치우라미도리유치원 나미키 4-1-36 ☎029-822-7090 

나카무라시라유리유치원 나카무라미나미 5-31-1 ☎029-841-5885 

히타치학원유치원 옷토 1029-1 ☎029-842-7107 

마나베스미레유치원 히가시마나베마치 22-11 ☎029-824-3522 

모미지어린이원 시모타카츠 2-10-21 ☎029-821-1645 

모미지제 2 어린이원 와카마츠쵸 1-73 ☎029-822-5987 

◆ 중학교・고등학교 

죠소학원중학교 나카무라니시네 1010 ☎029-842-0708 

츠치우라일본대학중등교육학교 코마츠가오카마치 4-46 ☎029-822-3386 

츠치우라제 1 고등학교 마나베 4-4-2 ☎029-822-0137 

츠치우라제 2 고등학교 타츠타마치 9-6 ☎029-822-5027 

츠치우라제 3 고등학교 오오이와타 1599 ☎029-821-1605 

츠치우라코호쿠고등학교 스게노야마치 1525-1 ☎029-831-4170 

츠치우라공업고등학교 마나베 6-11-20 ☎029-821-1953 

죠소학원고등학교 나카무라니시네 1010 ☎029-842-8771 

츠쿠바국제대학고등학교 마나베 1-3-5 ☎029-821-0670 

츠치우라일본대학고등학교 코마츠가오카마치 4-46 ☎029-822-3382 

◆ 단기대학・대학 

츠쿠바국제단기대학 마나베 6-7-10 ☎029-821-6125 

츠쿠바국제대학 마나베 6-20-1 ☎029-826-6000 

◆ 특별지원학교 

현립츠치우라특별지원학교 카미타카츠 1238 ☎029-824-5549 

◆ 전수학교 

아루의료복지전뭄학교 코호쿠 2-10-35 ☎029-824-7611 

타케기시식육전문학교 나카 710-2 ☎029-841-0497 

츠쿠바연구학원전문학교 카미타카츠 1601 ☎029-822-2452 

아루정보비지네스전문학교 코호쿠 2-10-35 ☎029-824-7611 

츠치우라시의사회부속수간호학원 히가시마나베마치 2-39 ☎029-824-2131 

츠쿠바보육의료전문학교 토자키마치 8-5 ☎029-821-2264 

츠치우라아미모노학원 토자키마치 8-6 ☎029-821-1433 

사쿠라드레스메이커여학원 토자키마치 6-2 ☎029-821-1683 

츠치우라간호전문학교 타키타 1-7-3 ☎029-835-3001 

 

현의 시설 

현남현민센터 

현민복지과 마나베 5-17-26 ☎029-822-7010 

현남지구교통사고상담소 마나베 5-17-26 ☎029-823-1123 

현남지구취직지원센터 

（잡카페현남） 
마나베 5-17-26 ☎029-825-3410 

지역복지실 

지역복지 마나베 5-17-26 ☎029-822-7217 

보호 마나베 5-17-26 ☎029-822-7241 

환경・보안과 

폐기물대책,조수 수렵 마나베 5-17-26 ☎029-822-8364 

공해방지 마나베 5-17-26 ☎029-822-7048 

산업보안 마나베 5-17-26 ☎029-822-7067 

건축지도과 

건축 마나베 5-17-26 ☎029-822-8519 

택지 마나베 5-17-26 ☎029-822-7082 

현남농림사무소 

기획조정부문 

총무과 마나베 5-17-26 ☎029-822-0841 

기획조정과 마나베 5-17-26 ☎029-822-7083 

농지조정과 마나베 5-17-26 ☎029-822-7084 

진흥・환경실 

농업진흥과 마나베 5-17-26 ☎029-822-7086 

임업진흥과 마나베 5-17-26 ☎029-822-7087 

경영・보급부문 

경영과 마나베 5-17-26 ☎029-822-8517 

지역보급제일과 마나베 5-17-26 ☎029-822-7251 

토지개량부문 

사업조정과 마나베 5-17-26 ☎029-822-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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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관리과 마나베 5-17-26 ☎029-822-8522 

공무과 마나베 5-17-26 ☎029-822-8524 

츠치우라현세사무소 마나베 5-17-26 ☎029-822-7176 

츠치우라현세사무소자동차세분실 오로시마치 2-1-5 ☎029-842-7812 

카스미가우라츠치우라수산사무소 마나베 5-17-26 ☎029-822-7266 

현남가축보건위생소 마나베 5-17-26 ☎029-822-8518 

현남교육사무소 마나베 5-17-26 ☎029-822-7289 

따돌림・체벌해소서포트센터 마나베 5-17-26 ☎029-823-6770 

카스미가우라유역하수도사무소 코호쿠 2-8-1 ☎029-823-1621 

현남생애학습센터 야마토쵸 9-1 우라라 1-5F ☎029-826-1101 

현남식육위생검사소 시모타카츠 2-7-38 ☎029-822-0740 

현남수도사무소 오오이와타 2972 ☎029-821-3945 

츠치우라경찰서 타츠타마치 1-20 ☎029-821-0110 

아라카와오키지구파출소 아라카와오키니시 2-10-3 ☎029-841-0110 

츠치우라역앞파출소 야마토쵸 5-5 ☎029-823-0110 

분쿄쵸파출소 분쿄쵸 7-3 ☎029-824-0110 

 마나베파출소 마나베 3-1-25 ☎029-822-0110 

칸다츠지구파출소 칸다츠츄오 3-2-23 ☎029-833-0110 

니이하리츠와파출소 나미키 5-4824-3 ☎029-831-8350 

이바라키교통반칙통고센터츠치우라분실 타츠타마치 1-20 ☎029-824-6773 

츠이우라산업기술전문학원 나카무라니시네번외 50-179 ☎029-841-3551 

츠치우라아동상담소 시모타카츠 3-14-5 ☎029-821-4595 

츠치우라토지개량사무소 마나베 5-17-26 ☎029-822-5045 

츠치우라토목사무소 

 총무과（대표） 나카타카츠 3-11-5 ☎029-822-4340 

 계약과 나카타카츠 3-11-5 ☎029-822-4341 

 검사관 나카타카츠 3-11-5 ☎029-822-5011 

 용지과 나카타카츠 3-11-5 ☎029-822-5012 

 도로정비제 1 과 나카타카츠 3-11-5 ☎029-822-4343 

  도로정비제 2 과 나카타카츠 3-11-5 ☎029-822-4344 

 하천정비과 나카타카츠 3-11-5 ☎029-822-4345 

 도로관리과 나카타카츠 3-11-5 ☎029-822-4346 

츠치우라보건소 시모타카츠 2-7-46 ☎029-821-5342 

카스미가우라환경과학센터 오키쥬쿠마치 1853 ☎029-828-0960 

중앙청년의 집 나가이 987 ☎029-862-3500 

 

나라의 시설 

이바라키육운지국츠치우라자

동차검사등록사무소 
오로시마치 2-1-3 ☎050-5540-2018 

경자동차검사협회이바라키사

무소츠치우라지소 
오로시마치 2-2-8 ☎029-843-3535 

츠치우라세무소 죠호쿠마치 4-15 ☎029-822-1100 

헬로워크츠치우라 마나베 1-18-19 ☎029-822-5124 

카스미가우라하천사무소츠치우라출장소 하스카와라마치 4497 ☎029-821-2155 

관동지방정비국죠소국도공사사무소 카와구치 1-1-26 ☎029-826-2040 

히타치하천국도사무소 

츠치우라국도출장소 
오키신덴 29-4 ☎029-841-0928 

일본연금기강츠치우라연금사무소 

（구츠치우라사회보험사무소） 
시모타카츠 2-7-29 ☎029-824-7169 

육상자위대카스미가우라주둔지 미기모미 2410 ☎029-842-1211 

육상자위대츠치우라주둔지 아미마치아오야도 121-1 ☎029-887-1171 

자위대이바라키지방협력본부 

츠치우라지역사무소 

카와구치 1-3-142 

E-107 
☎029-821-6986 

미토지방검찰청츠치우라지부・

츠치우라구검찰청 

츄오 2-16-7 ☎029-822-0040 

미토형무소츠치우라구치지소 코쿠분쵸 5-1 ☎029-821-0084 

미토지방법무국츠치우라지국 시모타카츠 1-12-9 ☎029-821-0783 

츠치우라공정역장 후지사키 1-7-21 ☎029-821-6754 

츠치우라노동기준감독서 츄오 2-14-11 ☎029-821-5127 

미토지방재판소츠치우라지부 츄오 1-13-12 ☎029-821-4359 

미토가정재판소츠치우라지부 츄오 1-13-12 ☎029-821-4359 

츠치우라간이재판소 츄오 1-13-12 ☎029-821-4359 

츠치우라검찰심사회사무국 츄오 1-13-12 ☎029-821-4359 

 

공공・공익사무소등 

이바라키현건설기술공사 나가쿠니 886-3 ☎029-824-5116 

이바라키현건설업협회츠치우라지부 나카타카츠 3-11-22 ☎029-821-6514 

이바라키현신용보증협회츠치우라지점 츄오 2-2-28 ☎029-826-7811 

이바라키현총합검진협회현남센터 테노마치 1-1 ☎029-830-3355 

이바라키현택지건물거래업협회 

츠치우라츠쿠바지부 
시모타카츠 3-7-36 ☎029-825-6161 

이바라키현토지개량사업단체연합회 

현남사무소 
시모타카츠 3-14-5 ☎029-823-2354 

이바라키현변호사회츠치우라지부 츄오 1-13-3 ☎029-875-3349 

이바라키현보험의협회 분쿄쵸 1-50 ☎029-823-7930 

카스미가우라시민협회 카와구치 2-13-6 ☎029-821-0552 

츠치우라청색신고회 마나베 1-16-11 ☎029-824-0309 

츠치우라의사회 히가시마나베마치 2-39 ☎029-821-0849 

츠치우라시치과의사회 카와구치 1-3 115-B306 ☎029-827-2780 

츠치우라시지정상하수도협동조합 오오마치 11-43 ☎029-823-3455 

츠치우라시외십오개정촌토지개량구 카미타카츠 464 ☎029-822-2828 

츠치우라상공회의소 츄오 2-2-16 ☎029-822-0391 

츠치우라시니이하리상공회 타카오카 1902-7 ☎029-862-2325 

츠치우라상점가연합회 츄오 2-2-16 ☎029-823-8286 

츠치우라청년회의소 츄오 2-2-16 ☎029-822-3426 

츠치우라지구교통안전협회 타츠타마치 1-20 ☎029-821-5487 

츠치우라농업협동조합 타나카 1-1-4 ☎029-822-0534 

 츠치우라서지점 카스케 705-2 ☎029-821-4081 

 츠와지점 나미키 2-10-32 ☎029-821-1964 

 동부지점 코마츠 2-13-9 ☎029-823-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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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무라지점 나카무라니시네 132 ☎029-841-0564 

 중앙지점 키다마리 3119-3 ☎029-821-7300 

 니이하리지점 후지사와 514-1 ☎029-862-3521 

츠치우라법인회 마나베 1-16-11 ☎029-822-5657 

츠치우라노동기준협회 츄오 2-14-11 ☎029-824-0324 

동경전력츠치우라지사 센조쿠쵸 4-18 
☎0120-995-331 

☎0120-995-332 

동부가스이바라키남지사 아리아케쵸 2-49 ☎029-821-1107 

일본가스츠치우라영업소 나카아라카와오키마치24-25 ☎029-842-8350 

일본정책금육공고츠치우라지점 

국민생활사업 
츄오 1-1-26 ☎029-822-4141 

동일본고속도로츠치우라북요금소 나미키 5-4839-2 ☎029-831-9361 

 

철도・버스 

◆ 철도 

츠치우라역 아리아케쵸 1-30 
하기에 

문의해주세요. 
아라카와오키역 아라카와오키히가시 2-1-6 

칸다츠역 칸다츠츄오 1-1-25 

☆열차시각・운임・요금・예약정보안내 ☎050-2016-1600 

☆유실물 안내 ☎050-2016-1601 

◆ 버스 

관동철도 마나베 1-10-8 ☎029-822-3724 

츠치우라영업소 카와구치 2-7-26 ☎029-822-5345 

제이알버스관동츠치우라지점 후지사키 2-1-50 ☎029-821-5234 

 

우체국 

츠치우라우체국 죠호쿠마치 2-21 ☎029-821-0101 

오키쥬쿠우체국 오키쥬쿠마치 1447-1 ☎029-828-1001 

칸다츠역앞우체국 칸다츠츄오 1-11-6 ☎029-831-0179 

츠치우라아마카와우체국 아마카와 1-28-1 ☎029-821-4907 

츠치우라아라카와오키우체국 아라카와오키니시 1-18-11 ☎029-841-1713 

츠치우라역앞우체국 야마토쵸 5-4 ☎029-821-4902 

츠치우라오오테마치우체국 오오테마치 5-12 ☎029-821-4904 

츠치우라옷토우체국 옷토미나미 2-8-12 ☎029-841-6100 

츠치우라카스미가오카우체국 코마츠 2-13-5 ☎029-821-4910 

츠치우라카라스야마간이우체국 카라스야마 2-530-370 ☎029-843-2785 

츠치우라코마츠우체국 코마츠 1-5-1 ☎029-821-4906 

츠치우라시시츠카우체국 시시츠카 1750 ☎029-822-0846 

츠치우라시모타카츠우체국 나카타카츠 1-1-4 ☎029-821-4909 

츠치우라시라토리간이우체국 시라토리마치 1096-30 ☎029-832-0931 

츠치우라타카죠마치우체국 츄오 2-14-11 ☎029-821-4905 

츠치우라츠와우체국 나미키 3-2-48 ☎029-821-4913 

츠치우라테노간이우체국 테노마치 27-1 ☎029-828-1208 

츠치우라나카누키우체국 나카누키 1917 ☎029-831-0569 

츠치우라나카무라우체국 나카무라미나미 1-1-15 ☎029-841-0412 

츠치우라나가쿠니우체국 나가쿠니히가시마치 1-9 ☎029-822-8933 

츠치우라마나베다이우체국 마나베 6-5-13 ☎029-823-5599 

츠치우라미나미우체국 아라카와오키히가시 3-19-4 ☎029-841-4354 

마나베우체국 마나베신마치 18-9 ☎029-821-4903 

후지사와우체국 후지사와 1443 ☎029-862-3000 

야마노쇼우체국 나가이 686-1 ☎029-862-3080 

사와베우체국 사와베 879-4 ☎029-862-3010 

 

보도기관 

아사히신문츠치우라지국  ☎029-822-0131 

이바라키신문사츠치우라・

츠쿠바지사 
 ☎029-822-4567 

산케이신문미토지국  ☎029-221-7158 

동경신문츠치우라통신부  ☎029-855-2262 

매일신문사츠치우라통신부  ☎029-821-0214 

요미우리신문사츠치우라지국  ☎029-821-0273 

ＮＨＫ츠쿠바보도실  ☎029-852-5211 

일본경제신문츠쿠바지국  ☎029-852-0345 

지사통신사츠쿠바지국  ☎029-852-6171 

이바라키방송  ☎029-244-3991 

공동통신사미토지국츠쿠바통신부  ☎029-852-5588 

츠치우라케이블텔레비젼  ☎029-825-6470 

츠치우라기자클럽 야마토쵸 9-1시청내 ☎029-821-2169 

일간공업신문사이바라키지국  ☎029-221-6400 

일본공업경제신문사미토지국  ☎029-301-1055 

일간건설공업신문사  ☎03-3433-7151 

일간건설신문사  ☎029-227-4551 

죠요신문  ☎029-869-9800 

16．공공시설등의 텔레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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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대상 생활정보 사이트 
 

◆ 행정기관등 

・츠치우라시 

（http://www.city.tsuchiura.lg.jp/ ） 

・츠치우라시국제교류협회 

（http://www.tsuchiura-ia.jp/） 

 ・이바라키현 

（http://www.pref.ibaraki.jp/） 

 ・이바라키현국제교류협회 

 （http://www.ia-ibaraki.or.jp/） 

 ・입국관리국 

 （http://www.immi-moj.go.jp/）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 

 ・총무성 

 （http://www.soumu.go.jp/） 

 ・법무성 

 （http://www.moj.go.jp/）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 외국인 대상 생활정보 

 ・다언어생활정보（자치체국제화협회） 

 （http://www.clair.or.jp/tagengo/） 

・외국인상담센터（이바라키현국제교류협회） 

（http://www.ia-ibaraki.or.jp/kokusai/soudan/center/） 

・생활가이드북（이바라키현국제교류협회） 

 （http://www.ia-ibaraki.or.jp/kokusai/paper/guide/） 

 ・재해시매뉴얼（ 이바라키현국제교류협회 ） 

 （http://www.ia-ibaraki.or.jp/kokusai/soudan/disaster/） 

 ・메디컬 핸드북（ 이바라키현국제교류협회 ） 

 （http://www.ia-ibaraki.or.jp/kokusai/soudan/medical/） 

・사건과 사고등의 대응（이바라키현경찰본부） 

（http://www.pref.ibaraki.jp/kenkei/foreign/） 

 ・NHK월드（뉴스・방송） 

 （http://www3.nhk.or.jp/nhkworld/ja/） 

 ・NHK NEWS WEB EASY(쉬운 일본어 뉴스) 

 （http://www3.nhk.or.jp/news/easy/） 

 

○ 츠치우라시국제교류협회의소개 

츠치우라시국제교루협회는 평성４(1992)년, 

시민이 국제 교류, 국제 이해에 관한 관심을 

높혀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유지가 

중심이 되어 설립괬습니다. 

 

【소재지】 

츠치우라시야마토쵸９번１호 

 （츠치우라시시민생활부시민활동과내） 

 ☎029-826-1111（내선 2030） 

 http://www.tsuchiura-ia.jp/ 

 

【사업】 

１．시민의 국제감각과 국제이해를 높이는 

것에  관한 일 

２．국제교류추진체제의 정비에 관한 일 

３．다양한 국제교류의 추진에 관한 일 

４．지역・조직과 일체화한 국제교류의 

추진에 관한 일 

５．국제교류의 [장]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일 

６．외국인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일 

７．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친선에 관한 일 

８．국제협력에 관한 일 

 

【활동 내용】 

 시민의 국제교류・이해에 대해 의식고양을 

촉진하기 위해, 4 개의 부회로 나눠 

각종사업의 기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국제교류사업부회 

이문화교류사업,츠치우라키라라축제칠석

춤참가등의 국제교류에 관한 것 

● 자매도시 및 교호도시 교류사업부회 

 자매도시 및 교호도시와의 교류, 

중학생교환교류등의 교류사업에 관한 것 

● 다문화공생사업부회 

 일본어교실, 

일본어보란티어양성강좌,다국어강좌, 

지역만남사업, 국제교류보란티어등의 

다문화공생에 관한 것 

● 광보부회 

 뉴즈레터발행과 홈페이지관리등의 광보 

및 모금 활동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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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치우라시외국인생활가이드북 

２０１６ 

발행：이바라키현 츠치우라시 

편집：츠치우라시시민생활부시민활동과 

   〒300-8686  

츠치우라시야마토쵸９번１호 

   ☎029-826-1111（대표） 
   http://www.city.tsuchiura.lg.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