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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사태 

1-1  “위험”을 의미하는 일본어의 말 

「 아 부 나 이 」 란  일반적으로 위험한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부나이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차에 치일 것 같은 때나 무엇인가가 낙하해 왔을 

때 등 당신의 몸에 지극히 위험한 상태가 닥쳐왔을 때입니다. 아부나이라는 말을 들으면 충분히 

주의합시다. 

 

1-2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경찰 110 번 (교통사고, 도난, 범죄 등) 

・소방 119 번 (화재, 응급등) 

 

발생 직후에 전화를 합니다. 

발생으로부터 시간이 지났을 경우나, 상담/문의 등은 9110 번에 전화해 주십시오. 

 

1-2-1  전화를 건다 

・휴 전화/PHS/자택의 전화로부터 

「110」또는 「119」를 누른다(시외 국번 없음) 

・공중 전화로부터 

전화기에 「긴급용 버튼」이 있는 경우, 처음에 버튼을 누른다. 

「110」또는 「119」를 누른다(시외 국번 없음) 

동전이나 전화 카드는 필요 없습니다. 

 

1-2-2  상황을 설명한다 

 

 

 

근처에 일본인이 없을 때는, 영어로(천천히, 분명히) 해 주십시오. 

 

예 1：도난(110 번) 

도둑입니다! 장소는 000 입니다. 제 이름은 000 입니다. 전화번호는 000 입니다. 

Dorobo desu !  Basho wa 000 desu.  Watashi no namae wa 000 desu. 

Denwa bango wa 000 desu. 

・무엇이 일어났는지, 장소, 이름, (전화번호)를 일본어로 말한다. 

・일본어를 할 수 없는 경우, 가까이에 있는 일본인에 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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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교통사고(110 번) 

사고입니다! 장소는 000 입니다(근처에 000 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000 입니다. 

전화번호는 000 입니다. 

Jiko desu! Basho wa 000 desu (chikaku ni 000 ga arimasu). 

Watashi no namae wa 000 desu.  Denwa bango wa 000 desu. 

 

예 3：화재(119 번) 

화재입니다! 장소는 000 입니다. 000 이 불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000 입니다. 

전화번호는 000 입니다. 

Kaji desu! Basho wa 000 desu.  000 ga moete imasu.  Watashi no namae wa 000 desu. 

Denwa bango wa 000 desu. 

 

예 4：응급(119 번) 

응급(큰 부상)입니다! 장소는 000 입니다. 제 이름은 000 입니다. 전화번호는 000 입니다. 

Kyubyo desu (Okega desu)! Basho wa 000 desu.  Watashi no namae wa 000 desu. 

Denwa bango wa 000 desu. 

 

1-3  재해 

1-3-1  지진 

1-3-1-a  몸을 지키는 방법 

일본은 지진의 발생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는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흔들림을 느끼면 곧바로…】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 

・냉장고, 식기장, 책장, 로커 등, 넘어질 것 같은 것으로부터 멀어진다 

・당황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침실에서】 

베개나 이불을 사용해 신체를 지킨다. 

【목욕탕·화장실에서】 

문이나 창을 연다(= 도망갈 길을 확보한다). 

 

【빌딩·집합주택에서】 

문이나 창을 연다(= 도망갈 길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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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앉아 있을 때→앞으로 수그린다. 앞 좌석의 등받이를 힘껏 잡는다. 

서 있을 때→손잡이나 난간을 힘껏 잡는다. 또는 쪼그려앉아 좌석의 다리를 잡는다. 

흔들림이 안정되어도 서급히 밖에 뛰쳐나오지 말고 운전기사의 지시에 

따른다. 

【차를 운전중】 

천천히 감속해 도로의 좌측으로 차를 세운다(= 소방차나 구급차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전철로】 

전철은 흔들림을 느끼면 자동적으로 정차합니다. 

서 있는 사람→손잡이나 난간을 힘껏 잡는다. 

앉아 있는 사람→다리에 힘을 주고 상체를 앞으로 수그린다(= 몸이 쓰러지지 않게 한다) 

또 가능하면 가방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그물선반으로부터의 낙하물에 주의). 

【엘리베이터로】 

모든 층의 버튼을 누르고  가까운 층에서 내린다. 만약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비상용의 

전화로 연락한다. 

【백화점에서】 

상품의 선반으로부터 멀어진다. 점원의 지시에 따른다. 

 

【흔들림이 안정되면・・・】 

・불씨가 되는 곳을 끈다. (스토브, 키친의 곤로, 가스의 개폐 장치, 욕실의 급탕 등) 

・해일에 주의한다. (바다 근처에 있는 경우, 곧바로 높은 곳이나 바다로 부터 멀리 도망친다) 

・여진에 주의한다. (여진：큰 지진의 뒤에 발생하는 작은 지진) 

・근처의 사람들과 협력한다. (화재때는 큰 소리로 알리고 서로 돕는다) 

・전철, 버스, 가게등에서는 마음 로 밖에 나오지 않는다. 운전기사나 점원의 지시에 따른다 

・피난을 할경우, 계단을 사용한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지진에 해 정확한 정보를 잡는다. 

 

긴급시의 정보원：14 페이지의 1-3-5 긴급시의 정보·통신에 

 

 

 

 

피난시 지켜야 할 말 「오카시모」 

오…오사나이 ( 지 말것) 

카…카케나이 (뛰지 말것) 

시…시즈카니 (조용히) 

모…모도라나이 (돌아오지 말것)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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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b  「진도」와「매그니튜드」 

 

・매그니튜드 = 지진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진도 = 실제의 흔들림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동일본 지진(2011 년 3 월 11 일)은 매그니튜드 9.0 이었습니다. 

진도는 각지에서 달랐습니다. 

（예） 

미야기현 쿠리하라시 쓰키다테  진도 7 

이바라키현 히타치시 스케가와 초등학교 진도 6 강 

이바라키현 미토시 중앙 진도 6 약 

토쿄도 아라카와구 히가시오구 진도 5 강 

※「강」= ~보다 조금 강하다 

 「약」= ~보다 조금 약하다 

 

1-3-1-c  해일 

해저하에서 지진이 일어나 해수가 상하에 움직이는 것으로 해일이 발생합니다. 해일은 별것 

아닌 30 cm 라도 위험합니다. 바다의 근처에서 흔들림을 느끼면 바다로부터 가능한 한 떨어져 

안전한 높은 곳으로 피난해 주십시오. 

 

1-3-2  태풍 

태풍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발생합니다. 강한 바람과 거센 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태풍이 접근하고 있는 경우는 외출을 삼가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기상 정보에 주의해 

주십시오. 

 

피난 권고/피난 지시※의 발령에 비합시다. 

・뜰이나 베란다에 있는 것은 집안으로 들여 놓는다. 

・유리창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덧문이 있으면 닫는다. 

・전기/전화/가스가 중단되는 일이 있으므로 회중 전등/구급 약품/비상용 식료/휴  라디오등을 

준비한다. 

・배수구나 물받이안에 모인 쓰레기나 진흙을 없애 배수가 잘되게 한다. 

・침수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저지 에 살고 있는 경우는 가구, 전기 제품등을 가능한 한 

높은 장소로 옮긴다. 

・가까이의 피난소나 피난 경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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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 권고, 피난 지시…소방차나 시의 홍보차등이 주택가를 순회해, 스피커로 주민에게 

피난을 재촉합니다. 

 

피난 권고의 의미：「가능한 한 빨리 피난해 주세요」 

피난 지시의 의미：「위험해서, 곧바로 피난해 주세요」 

 

1-3-3  홍수 

홍수는 태풍이나 호우의 영향으로 강의 물이 증가했을 때에 일어납니다. 태풍이나 호우의 정보에 

주의하면 홍수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 게 릴 라  호우」(=돌연, 

국지적으로 호우가 일어나는 것)가 발생하는 일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3-3-a  홍수에 대비한다 

・평상시부터 물받이 배수구 배수도랑 배수구 지꺼기를 청소해, 물이 잘 흐르도록 한다. 

・라디오/TV/인터넷으로 기상 정보나 피난 정보에 주의한다. 

기상청 홈 페이지(영어) http://www.jma.go.jp/jma/indexe.html 

NHK 월드 홈 페이지(18 언어) http://www3.nhk.or.jp/nhkworld/index.html 

 

・홍수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재도구나 귀중품을 높은 장소로 이동한다. 

・흙부 가 필요한 사람은, 지역 안전과 (TEL 029-232-9152) 또는 토목 보수 사무소 

(TEL 029-241-2221)에 묻는다. 

 

흙부 =튼튼한 봉투에 흙이나 스나를 들어갈 수 있던 토목 자재. 

복수의 흙부 를 쌓아올려 물이나 토사가 흘러나오지 않게 

한다. 

 

 

그림 1-1 흙부  

・관공서나 소방단이, 주택지를 돌아 피난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 때는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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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b  피난할 때 

・가스의 개폐 장치를 닫는다 

・전기의 브레이커를 끈다 

・구두 

운동화를 신는다. 맨발이나 장화는 위험!  

・혼자서 피난하지 않는다 

움직이기 쉬운 복장으로 2 명 이상으로의 피난을 하도록 한다. 아이/노인등의 피난에 

협력한다(짊어지는 부낭을 사용하고 아기를 씻기는 목욕통를 구명보트 신에 사용한다). 

・높은곳의 도로를 지난다 

도로의 낮은 장소에 물이 고이므로 매우 위험함. 가능한 한 높은곳의 도로를 지난다. 

・무리 하지 않는다 

물의 깊이가 자신의 무릎보다 위까지 있는 경우 또는 물이 강과 같이 흐르고 있는 경우는 

매우 위험함. 자택의 2 층이나 가까이의 튼튼하고 높은 건물에 피한다. 물속을 걷는 경우 

봉등을 사용해 발밑의 안전을 확인한다. 

・차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 「침수로 엔진이 걸리지 않는다」 등 매우 위험함. 또 긴급 

차량의 통행의 방해가 되므로 걸어 피난한다. 

 

1-3-3-c  다른 지역의 날씨에도 주의한다 

미토시에는 여러가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토시가 개었어도, 강의 상류에서 큰 비가 내리면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 1-1 미토시를 흐르는 주된 강 

강의 이름 ＜상류＞    ⇒  ⇒  ⇒  ⇒    ＜하류＞ 

나카가와 토치기현(나스가다케) ⇒ 미토시 ⇒태평양 

후지이가와 
이바라키＆

토치기현의 경계 
⇒ 미토시(이토미쵸) ⇒ 나카가와 ⇒ 태평양 

사쿠라가와 카사마시 ⇒ 미토시(센바호) ⇒ 나카가와 ⇒ 태평양 

히누마가와 카사마시 ⇒ 히누마 ⇒ 미토시(비젠보리) 
⇒ 오오아라이  

⇒ 나카가와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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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d  「미토시 홍수 위험지역 지도」(일본어) 

홍수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토시 북부 

http://www.city.mito.lg.jp/000271/000273/000284/000335/p006174_d/fil/006.pdf 

・미토시 남부 

http://www.city.mito.lg.jp/000271/000273/000284/000335/p006174_d/fil/007.pdf 

 

1-3-4  원자력 

이바라키현에는 원자력 시설이 있습니다. 사고등의 긴급의 사태에 비해 올바른 지식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3-4-a  이바라키현내의 원자력 시설 

(1) 연구를 위한 원자로 시설 

【토카이무라】원자력 과학 연구소(니혼원자력 연구개발 기구) 

【오아라이마치】오오아라이 연구개발 센터(니혼원자력 연구개발 기구) 

【토카이무라】도쿄 학 학원 공학계 연구과 원자력 전공 연구 시설 

(2) 원자력 발전의 시설 

【토카이무라】토카이 발전소(일본 원자력발전 주식회사) 

【토카이무라】토카이 제 2 발전소(일본 원자력발전 주식회사) 

(3) 사용이 끝난 연료의 재처리 시설 

【토카이무라】핵연료 사이클 공학 연구소(니혼 원자력 연구개발 기구) 

(4) 핵연료를 만드는 시설 

【토카이무라/나카시】미츠비시 원자연료 주식회사 

【토카이무라】원자연료공업 주식회사 

【토카이무라】핵연료 사이클 공학 연구소(니혼원자력 연구개발 기구) 

(5) 연구나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토카이무라】뉴클리어 개발 주식회사 

【토카이무라】토카이 보장 조치 센터(핵물질 관리 센터) 

【오아라이마치】일본 핵연료 개발 주식회사 

【토카이무라】주식회사 제이·시·오 

【토카이무라】기술 센터(스미토모 금속광산 주식회사) 

【토카이무라】일본 조사 서비스 주식회사 

【토카이무라】약물 동태 연구소( 시미즈 메디칼 주식회사) 

【나카시】나카 에너지 개발 연구소(미스비시 메트리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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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시】나카 핵융합 연구소(니혼원자력 연구개발 기구) 

【오아라이마치】양자 에너지 재료 과학 국제 연구 센터(토호쿠 학 금속재료 연구소)  

【오아라이마치】기술 연구소(닛키 주식회사) 

【히타치나카시】방사선 방호 연구 센터(방사선 의학 종합 연구소) 

 

1-3-4-b  방사선 

방사선은 자연계에도 존재합니다(=자연 방사선). 자연 방사선은, 소량이라면 위험은 없습니다. 

병원에서의 X 선을 사용한 검사나 라돈 온천 등, 방사선은 일상생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1-3-4-c  원자력 재해란 

원자력 시설에서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어야할 방사성 물질이 사고등으로 외부에 량으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강한 방사선을 한 번에 량으로 받거나 일정량의 방사선을 장기간 받으면 

신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선을 받는 것을 “피폭”이라고 말합니다. 피폭해도 오감으로 느끼지 못합니다.(방사선 

측정기를 사용하면 방사선의 종류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원자력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치체제나 보도에 의한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1-3-4-d  올바른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다 

재해가 일어나면 여러가지 소문이 발생합니다. 잘못한 정보를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평상시부터 자치체제나 보도에 의한 올바른 지식이나 정보를 얻읍시다. 

→ 긴급시의 정보원：14 페이지의 1-3-5 긴급시의 정보·통신에 

 

「피폭에 의한 인체에의 영향」(이바라키현 국제 교류 협회 HP) 

영어 http://iia.sakura.ne.jp/kokusai/english/new/disaster/hibari_en.pdf 

중국어 http://iia.sakura.ne.jp/kokusai/chinese/new/disaster/hibari_ch.pdf 

포르투갈어 http://iia.sakura.ne.jp/kokusai/portugal/new/disaster/hibari_po.pdf 

타이어 http://iia.sakura.ne.jp/kokusai/thai/new/disaster/hibari_th.pdf 

스페인어 http://iia.sakura.ne.jp/kokusai/spain/new/desastres/hibari_sp.pdf 

한국어 http://iia.sakura.ne.jp/kokusai/korea/new/disaster/hibari_kr.pdf 

인도네시아어 http://iia.sakura.ne.jp/kokusai/indonesia/new/disaster/hibari_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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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e  미토시로부터의 지시의 종류 

(1) 옥내피난 

옥내에 들어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바깥 공기가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게 주의합니다. 

①문이나 창을 모두 닫는다 

②환기팬이나 에어콘을 멈춘다 

③얼굴이나 손을 씻는다 

④옷을 갈아 입는다 

※밖에서 입은 옷은 비닐 봉투에 넣어 사람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둔다 

 

(2) 피난 권고, 피난 지시 

소방차나 시의 홍보차등이 주택가를 순회, 스피커로 주민에게 피난을 권고합니다. 

・피난 권고의 의미：「가능한 한 빨리 피난해 주십시오」 

・피난 지시의 의미：「위험하므로 곧바로 피난해 주십시오」 

 

①전기의 콘센트를 뽑는다 

②가스의 개폐 장치를 닫는다 

③창등의 열쇠를 잠근다 

④짐은 필요한 것만으로 한다 

⑤애완동물을 옥내에 들이고 먹이나 물을 준비한다 

⑥모자/마스크/윗도리를 착용하고  피난소 등에 피난한다 

※차는 사용하지 않는다. 걸어 피난한다. 

 

1-3-5  긴급시의 정보·통신 

1-3-5-a  정보를 얻는다 

재해시는 정보가 좀처럼 전해지지 않습니다. 유언비어나 소문으로 혼란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水戸市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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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긴급시의 정보원표 

미디어 

(매체) 
방송국 등 

주파수 

주소 
방송 지역·언어 등 

라디오 이바라키 방송 AM 1197 kHz 이바라키현(일본어) 

FM 파루룬 FM 76.2 MHz 미토(일본어) 

NHK 라디오 

제 2 방송 

AM 693 kHz 전국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의 뉴스 프로그램 있음. 

(시간·요일은 언어 마다 다릅니다) 

인터넷 미토시 

Twitter 

kouhou_mito 미토(일본어) 

NHK World http://www3.nhk

.or.jp/nhkworld/j

apanese/top/ 

18 언어 

 

 

1-3-5-b  재해용 전언 다이얼 171 

http://www.ntt-east.co.jp/saigai/voice171/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지에의 전화가 혼잡해져 좀처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재해용 

전언 다이얼 171」이 편리합니다. 전언을 남기기·전언을 듣기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전언을 남긴다(단계별로 자동 음성으로 안내가 있습니다) 
「171」에 전화한다 

 ↓ 

「1」을 누른다 

※다음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을 누른다 

 ↓ 

「자택의 전화번호」를 누른다 

 ↓ 

「1」 「#」을 누른다 

 ↓ 

“삐”라고 하는 소리가 나면 이야기한다(30 초 이내) 

 ↓ 

「9」 「#」을 누른다 

 ↓ 

녹음한 전언을 확인한다 

※수정은 「8」 「#」을 누른다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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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언의 재생(단계별로 자동 음성으로 안내가 있습니다) 
「171」에 전화한다 

 ↓ 

「2」를 누른다 

※다음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을 누른다 

 ↓ 

자택의 전화번호를 누른다 

 ↓ 

「1」 「#」을 누른다 

 ↓ 

전언을 듣는다 

※한번 더 들으려면  「8」 「#」을 누른다 

※다음 전언을 들으려면  「9」 「#」을 누른다 

 ↓ 

종료 

 

※「자택의 전화번호」란… 

재해지의 사람：자신의 자택의 전화번호 또는 재해지에 있는 상 의 전화번호 

재해지 이외의 사람：재해지에 있는 상 의 전화번호 

 

1-3-5-c  재해용 전언판 Web171 

긴급시에  Web 페이지에 메세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PC 나 스마트 폰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 전화로부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일본어, 영어, 중국어(중국에서 정식으로 쓰는 약자체인 간자체) 한국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http://www.ntt-east.co.jp/saigai/web171/ 

 

(1) 일본어판 

이용자 등록 
등록 화면 https://www.web171.jp/web171app/normalTop.do?japanese 

 ↓ 

「이용자 등록·갱신·삭제는 여기」클릭 

 ↓ 

「신규의 이용자 등록」클릭 

 ↓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메일 주소, 패스워드를 입력  

※패스워드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 

 ↓ 

「다음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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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언을 전하고 싶은 상 의 연락처를 입력 

※메일은 10 건, 전화는 1 건, 등록할 수 있다 

 ↓ 

「다음에」클릭 

 ↓ 

입력한 정보에 실수가 없으면 「등록한다」를 클릭 

실수를 고칠 때는 「되돌림」을 클릭 

 ↓ 

이용자 등록 마지막 

 

전언 등록 
https://www.web171.jp/ 에 액세스 

 ↓ 

전언을 등록하고 싶은 전화번호를 입력 

※번호는 숫자만을 입력 

 ↓ 

「등록」클릭 

 ↓ 

이름 입력 

안부 상태를 체크 

메세지·박스의 입력은 100 문자까지 

메일로 보내고 싶을 때는, 체크 박스에 체크 

 ↓ 

「등록」클릭 

 

전언의 확인 
https://www.web171.jp/ 에 액세스 

 ↓ 

전언을 확인하고 싶은 전화번호를 입력 

※번호는 숫자만을 입력 

 ↓ 

「확인」클릭 

 

(2) 영어, 중국어, 한국어판 

이용자 등록 

영어 https://www.web171.jp/web171app/normalTop.do?english 

한국어 https://www.web171.jp/web171app/normalTop.do?korean 

중국어 https://www.web171.jp/web171app/normalTop.do?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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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등록이나 전언의 등록에 해, 이하의 설명을 읽어 주세요 

영어 http://www.ntt-east.co.jp/saigai/web171/web171manual_eng.pdf 

한국어 http://www.ntt-east.co.jp/saigai/web171/web171manual_kor.pdf 

중국어 http://www.ntt-east.co.jp/saigai/web171/web171manual_chn.pdf 

 

휴 전화로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재해용 전언판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각 

휴 전화 회사의 안내를 봐 주세요. ) 

 

1-3-6  재해에 대비한다 

1-3-6-a  안전한 장소 확인 

집안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나 직장의 비상구의 장소를 알아 둔다. 

1-3-6-b  피난소의 장소의 확인 

자택/직장/학교에 가까운 피난소 장소를 알아 둔다. 

또 재해시는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어느 피난소에 집합할지 사전에 

결정 해 둔다. 

1-3-6-c  차의 가솔린을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 

차는 피난할 때에 이동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 외에 피난소가 만원의 경우에는 차로 숙박 

하는 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나 냉방/난방은 많은 가솔린을 사용합니다. 가솔린이 

반이 되기 전에 급유를 합시다. 

1-3-6-d  근처 이웃과의 교제를 소중히 

당신이 곤란했을 때에 도와 주는 사람이 근처에 있습니까? 재해시는 서로 협력하면서 곤란을 

이겨 냅니다. 평상시부터 근처의 사람이 곤란해 하고 있으면 심부름등을 해 신뢰 관계를 쌓아  

두십시오. 

1-3-6-e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한다 

전기/가스/수도가 멈추어 평상시의 생활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큰 가방 등에 정리해 준비합시다(배낭은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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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생활에 필요한 물자 일람 

회중 전등 예비 전지도 준비 

라디오 예비 전지도 준비 

비상식 

(최저 3 일분) 

건빵이나 통조림 등,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 

물(한사람 1 일 3 L 를 기준으로) 

분유·이유식 

귀중품 

현금(공중 전화에 사용할 10 엔짜지 동전도) 

인감, 통장(예금/저금) 

건강 보험증, 모자 수첩 

여권 

재류 카드 

약 구급용품(반창고나 소독액) 평상시 먹고 있는 약 

메모 
긴급용 전화번호 

말이 통하는 상 나 관계 기관의 전화번호 

의류 속옷, 양말, 윗도리, 타올 등 

그 외 

기저귀, 생리 용품, 세면 용구 

개호 용품 

화장지 

휴 전화의 충전기 

가위, 소독저 

안경 

헬멧, 또는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 

 

【있으면 편리한 것】 

나이프, 깡통 따개, 카이로, 물티슈, 봉투, 랩,  테이프, 로프, 양초, 라이터, 방한용의 

알루미늄 블랭킷(보온 시트), 비상용 간이 화장실(휴  화장실), 간이 곤로 



 

□
□
□
□
□
□
□
□
□
□

□
□
□
□
□
□
□
□
□
□
□
□
 

 

1-3-7  피

우선 24 

아래 표(

표 1-4 지구

 
 
 
 
 
 
 
 
 
 
 
 
 
 
 
 
 
 
 
 
 
 
 
 
 
 
 
 
 
 
 
 

지구

□1 산노마루

□2 고겐 

□3 신소우 

□4 죠우토우

□5 하마다 

□6 토키와 

□7 미도리오

□8 코토부키

□9 카미오노

□10 야나카와

□11 와타리 

□12 요시다 

□13 사카도 

□14 이시카와

□15 이이토미

□16 쿠니타 

□17 카와와다

□18 카미나카

□19 미가와 

□20 센바 

□21 우메가오

□22 후타바다

피난소 MAP

페이지의 표

표 1-4 지구

구별 피난소

구 

루 ○25

○28

○30

우 ○64

○62

○33

오카 ○49

키 ○51

노 ○67

와 
○23

○22

○23

○68

○17

와 ○37

미 ○3

○4

다 ○41

카 츠마 ○14

○47

○58

오카 ○44

다이 ○17

P 

표 1-5 지구 

구마다의 피난

일람 

○5 산노마루 초

○8 고겐 초등학

○0 신소우 초등

○4 죠우토우 초

○2 하마다 초등

○3 토키와 초등

○9 미도리오카

○1 코토부키 초

○7 카미오노 초

○3 야나카와 초

○2 야나카와 시

○3 와타리· ○19

○8 요시다 초등

○7 사카도초등

○7 이시카와 초

○3 이이토미 초

○4 쿠니타 초등

○1 카와와다 초

○4 카미나카 츠

○7 미가와 초등

○8 센바 초등학

○4  우메가오카

○7  후타바다이

일람을 보고

난소 일람)으

초등학교· ○2

학교· ○24  제

등학교· ○31  

초등학교· ○6

등학교· ○61  

등학교· ○31 제

카 초등학교·

초등학교·○55

초등학교 ·○6

초등학교· ○2

시민 센터-요

○제５ 중학교

등학교·○70  제

등학교· ○70  제

초등학교·○18

초등학교· ○1

등학교·○5  쿠

초등학교·○40

츠마 초등학

등학교·○46  미

학교· ○60 센바

카 초등학교

이 초등학교

고 자신이 사

으로 각각의 

○4  제 2 중학

2 중학교· ○

제 1 중학교

○1  제 3 중학

제 3 중학교

제 1 중학교· 

 ○48  미도리오

 카사하라 중

○1  제 3 중학

○4  제 2 중학

요시 

교·○20 와타리시

제 4 중학교·

제 4 중학교·

 이시카와 중

○1 이이토미 중

쿠니타 중학교

 아카츠카 중

학교·○40 아카츠

미가와 중학교

바 중학교· ○5

교·○46  미가와 

교·○16  후타바다

20 

사는 「지구

지구의 피난

피난소 

교 ·○26  산노

○27  고겐 시민

· ○29  신소우

교·○65  죠우토

· ○63 타케구마

○32  토키와 

오카 중학교

중학교·○52 코

교·○66  카미오

교(31 제 1

시민 센터 

 ○69  요시다 

○72 사카도 시

중학교· ○36  

중학교·  ○2

교·○6  쿠니타

중학교·○42  사

츠카 중학교·

교·○45  미가와

○59 센바 시민

중학교·○43  

다이 중학교

구」를 확인합

난소를 확인

노마루 시민 

민 센터 

우 시민 센터

토우 시민 센

마시민 센터

시민 센터 

교· ○50  미도리

코토부키 시민

오노 시민 센

중학교)· 

시민 센터 

시민센터 

이시카와시

○ 이이토미 

타 시민 센터

사쿠라가와 

○13 카미나카 

와 시민 센터

 센터 

미와 시민 

교·○15  후타바

합시다. 다음

해 주십시오

센터 

 

센터 

 

리오카 시민 

민 센터 

센터 

민 센터 

시민 센터 

터 

시민 센터 

츠마 시민 

터 

센터 

다이 시민 센

음에 

오. 

센터 

센터 

센터 

220 

□23 카사

□24 아카

□25 요시

□26 호리

□27 시모

□28 이나

□29 이나

□30 오오

□31 코이

□32 츠마

□33 우치

□34 야마

3

32

33
うちはら

지구 

사하라 

카츠카 

시자와 

리하라 

모오오노 

나리다이이치

나리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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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정 피난소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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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지구 일람 

자신이 사는 지구를 확인합시다. 

주소 읽는 법 지구 

あ 青柳町 아아오야기쵸 야나카와 지구 

赤尾関町 아카오세키쵸 우치하라 지구 

赤塚
あかつか

1 丁目 아카츠카 1 쵸메 이시카와 지구 

赤塚
あかつか

2 丁目 아카츠카 2 쵸메 이시카와 지구 

秋成町 아키나리쵸 오오바 지구 

圷大野 아쿠츠오노 카미오노 지구 

曙町 아케보노쵸 토키와지구 

朝日町 아사히쵸 하마다 지구 

愛宕町 아타고쵸 토키와 지구 

木葉下町 아복케쵸 야마네 지구 

有賀町 아리가쵸 우치하라 지구 

い 飯島町 이이지마쵸 카미나카 츠마 지구 

飯富町 이이토미쵸 이이토미 지구 

石川 1 丁目 이시카와  1 쵸메 이시카와 지구, 호리하라지구 

石川 2 丁目 이시카와  2 쵸메 이시카와 지구 

石川 3 丁目 이시카와  3 쵸메 이시카와 지구 

石川 4 丁目 이시카와  4 쵸메 이시카와 지구 

石川町 이시카와쵸 이시카와 지구 

泉町 1 丁目 이즈미쵸 1 쵸메 산노마루 지구, 고켄지구 

泉町 2 丁目 이즈미쵸 2 쵸메 고켄지구 

泉町 3 丁目 이즈미쵸 3 쵸메 고켄지구 

岩根町 이와네쵸 이이토미 지구 

う 牛伏町 우시부시쵸 우치하라 지구 

内原町 우치하라쵸 우치하라 지구 

お 大串町 오오쿠시쵸 시모오오노 지구, 이나리다이이치 지구 

大足町 오오다라쵸 우치하라 지구 

大塚
おおつか

町 오오츠카쵸 카미나카 츠마 지구 

大場町 오오바쵸 오오바 지구 

大町 1 丁目 오오마치 1 쵸메 산노마루 지구 

大町 2 丁目 오오마치 2 쵸메 산노마루 지구 

大町 3 丁目 오오마치 3 쵸메 산노마루 지구, 고켄지구 

小原町 오바라쵸 우치하라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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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지구 일람의 계속） 

 주소 읽는 법 지구 

か 加倉井町 카쿠라이쵸 카미나카 츠마 지구 

笠原町 카사하라쵸 코토부키 지구, 카사하라 지구 

金谷町 카나야쵸 카미나카 츠마 지구 

金町 1 丁目 카네마치 1 쵸메 고켄지구 

金町 2 丁目 카네마치 2 쵸메 고켄지구 

金町 3 丁目 카네마치 3 쵸메 고켄지구 

上河内町 카미가치쵸 야나카와 지구 

上国井町 카미쿠니이쵸 쿠니타 지구 

上水戸 1 丁目 카미미토 1 쵸메 토키와 지구 

上水戸 2 丁目 카미미토 2 쵸메 토키와 지구 

上水戸 3 丁目 카미미토 3 쵸메 토키와 지구 

上水戸 4 丁目 카미미토 4 쵸메 토키와 지구 

萱場町 카야바쵸 카와와다 지구 

川又町 카와마타쵸 시모오오노 지구 

瓦谷 카와라야 하마다 지구 

河和田 1 丁目 카와와다 1 쵸메 카와와다 지구 

河和田 2 丁目 카와와다 2 쵸메 아카츠카 지구 

河和田 3 丁目 카와와다 3 쵸메 아카츠카 지구 

河和田町 카와와다쵸 카와와다 지구 

き 北見町
きたみちょう

 키타미쵸 산노마루 지구 

く 栗崎町 쿠리사키쵸 이나리다이니 지구 

黒磯町 쿠로이소쵸 우치하라 지구 

け けやき台 1 丁目 케야키다이 1 쵸메 사카도 지구 

けやき台 2 丁目 케야키다이 2 쵸메 사카도 지구 

けやき台 3 丁目 케야키다이 3 쵸메 사카도 지구 

こ 小泉町 코이즈미쵸 시모오오노 지구 

鯉淵町 코이부치쵸 우치하라 지구 

五軒町 1 丁目 고켄쵸 1 쵸메 고켄 지구 

五軒町 2 丁目 고켄쵸 2 쵸메 고켄 지구 

五軒町 3 丁目 고켄쵸 3 쵸메 고켄 지구 

小林町 코바야시쵸 우치하라 지구 

小吹町 코부키쵸 미도리오카 지구 

五平町 고헤이쵸 우치하라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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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지구 일람의 계속） 

 주소 읽는 법 지구 

こ 紺屋町 콘야쵸 하마다 지구 

さ 栄町 1 丁目 사카에쵸 1 쵸메 고켄 지구 신소우 지구 

栄町 2 丁目 사카에쵸 2 쵸메 고켄 지구 신소우 지구 

 
酒門町 

사카도쵸 하마다 지구, 사카도 지구, 요시자와 

지구 

柵町 1 丁目 사쿠마치 1 쵸메 산노마루 지구 

柵町 2 丁目 사쿠마치 2 쵸메 산노마루 지구, 죠우토우 지구 

柵町 3 丁目 사쿠마치 3 쵸메 죠우토우 지구 

桜川 1 丁目 사쿠라가와 1 쵸메 산노마루 지구 

桜川 2 丁目 사쿠라가와 2 쵸메 산노마루 지구 

三の丸 1 丁目 산노마루 1 쵸메 산노마루 지구 

三の丸 2 丁目 산노마루 2 쵸메 산노마루 지구 

三の丸 3 丁目 산노마루 3 쵸메 산노마루 지구 

し 塩崎町 시오자키쵸 시모오오노 지구 

渋井町 시부이쵸 하마다 지구 

島田町 시마다쵸 이나리 다이이치 지구 

下大野町 시모오오노쵸 시모오오노 지구 

下入野町 시모이리노쵸 오오바 지구 

下野町 시모노쵸 우치하라 지구 

下国井町 시모쿠니이쵸 쿠니타 지구 

下梅香 시모바이코우쵸 산노마루 지구 

自由が丘 지유가오카쵸 토키와 지구 

城東 1 丁目 죠우토우 1 쵸메 죠우토우 지구 

城東 2 丁目 죠우토우 2 쵸메 죠우토우 지구 

城東 3 丁目 죠우토우 3 쵸메 죠우토우 지구 

城東 4 丁目 죠우토우 4 쵸메 죠우토우 지구 

城東 5 丁目 죠우토우 5 쵸메 죠우토우 지구 

城南 1 丁目 죠우난 1 쵸메  센바지구 

城南 2 丁目 죠우난 2 쵸메 하마다 지구 

城南 3 丁目 죠우난 3 쵸메 하마다 지구 

白梅 1 丁目 시라우메 1 쵸메 센바 지구 

白梅 2 丁目 시라우메 2 쵸메 하마다 지구, 센바 지구 

白梅 3 丁目 시라우메 3 쵸메 하마다 지구 

白梅 4 丁目 시라우메 4 쵸메 하마다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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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지구 일람의 계속） 

 주소 읽는 법 지구 

し 新荘 1 丁目 신소우 1 쵸메 신소우지구 

 新荘 2 丁目 신소우 2 쵸메 신소우 지구 

新荘 3 丁目 신소우 3 쵸메 신소우 지구 

新原 1 丁目 신하라 1 쵸메 호리하라 지구 

新原 2 丁目 신하라 2 쵸메 호리하라 지구 

す 水府町 스이후쵸 산노마루 지구 

末広町 1 丁目 스에히로쵸 1 쵸메 신소우 지구 

末広町 2 丁目 스에히로쵸 2 쵸메 신소우 지구 

末広町 3 丁目 스에히로쵸 3 쵸메 신소우 지구, 토키와 지구 

杉崎町 스기사키쵸 우치하라 지구 

住吉町 스미요시쵸 요시다 지구, 요시자와 지구 

せ 千波町 센바쵸 미도리오카 지구, 센바 지구 

た 大工町 1 丁目 다이쿠마치 1 쵸메 고켄 지구 신소우 지구 

大工町 2 丁目 다이쿠마치 2 쵸메 신소우 지구 

大工町 3 丁目 다이쿠마치 3 쵸메 신소우 지구, 토키와 지구 

高田町 타카다쵸 우치하라 지구 

田島町 타지마쵸 우치하라 지구 

田野町 타노쵸 와타리 지구 

田谷町 타야쵸 쿠니타 지구 

ち ちとせ 1 丁目 치토세 1 쵸메 고켄 지구, 토키와 지구 

ちとせ 2 丁目 치토세 2 쵸메 토키와 지구, 와타리 지구 

中央 1 丁目 츄우오우 1 쵸메 센바 지구 

中央 2 丁目 츄우오우 2 쵸메 센바 지구 

つ 筑地町 츠이지쵸 우치하라 지구 

て 天王町 텐노우쵸 고켄 지구, 신소우 지구 

と 東野町 
토우노우쵸 코토부키 지구, 카사하라 지구, 

요시자와 지구 

東前 2 丁目 토우마에 2 쵸메 이나리 다이이치 지구 

東前 3 丁目 토우마에 3 쵸메 이나리 다이이치 지구 

 
東前町 

토우마에쵸 이나리 다이이치 지구, 이나리 다이니 

지구 

常磐町 토키와쵸 고켄 지구 

常磐町 1 丁目 토키와쵸 1 쵸메 고켄 지구, 신소우 지구 

常磐町 2 丁目 토키와쵸 2 쵸메 고켄 지구, 신소우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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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지구 일람의 계속） 

 주소 읽는 법 지구 

な 中大野 나카오오노쵸 카미오오노 자구 

 中河内町 나카가치쵸 야나기가와 지구 

 中原町 나카하라쵸 우치하라 지구 

中丸町
なかまるちょう

 나카마루쵸 후타바다이 지구 

成沢町 나루사와쵸 이토미 지구 

に 西大野 니시오오노 카미오오노 지구 

西原
にしはら

1 丁目 니시하라 1 쵸메 토키와 지구 

西原
にしはら

2 丁目 니시하라 2 쵸메 토키와 지구 

西原
にしはら

3 丁目 니시하라 3 쵸메 토키와 지구 

ね 根本 1 丁目 네모토 1 쵸메 산노마루 지구, 고켄 지구 

根本 2 丁目 네모토 2 쵸메 고켄 지구 

根本 3 丁目 네모토 3 쵸메 고켄 지구 

根本 4 丁目 네모토 4 쵸메 고켄 지구 

は 梅香 1 丁目 바이코 1 쵸메 산노마루 지구, 고켄 지구 

梅香 2 丁目 바이코 2 쵸메 산노마루 지구, 고켄 지구 

袴塚 1 丁目 하카마츠카 1 쵸메 토키와 지구 

袴塚 2 丁目 하카마츠카 2 쵸메 토키와 지구 

袴塚 3 丁目 하카마츠카 3 쵸메 호리하라 지구 

八幡町 하치만쵸 고켄 지구, 신소우 지구 

浜田 1 丁目 하마다 1 쵸메 하마다 지구 

浜田 2 丁目 하마다 2 쵸메 죠우토우 지구, 하마다 지구 

浜田町 하마다쵸 하마다 지구 

ひ 東赤塚
あかつか

 히가시아카츠카 이시카와 지구 

東大野 히가시오오노 카미오오노 지구 

 東桜川 히가시사쿠라가와 죠우토우 지구, 하마다 지구 

東台 1 丁目 히가시다이 1 쵸메 죠우토우 지구, 하마다 지구 

東台 2 丁目 히가시다이 2 쵸메 죠우토우 지구 

東原 1 丁目 히가시하라 1 쵸메 신소우 지구, 고켄 지구 

東原 2 丁目 히가시하라 2 쵸메 토키와 지구 

東原 3 丁目 히가시하라 3 쵸메 토키와 지구 

備前町 비젠마치 고켄 지구 

姫子 1 丁目 히메고 1 쵸메 우메가오카 지구 

姫子 2 丁目 히메고 2 쵸메 우메가오카 지구 

開江町 히라쿠에쵸 야마네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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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5 지구 일람의 계속） 

 주소 읽는 법 지구 

ひ 平須町 히라스쵸 코토부키 지구 

 平戸町 히라토쵸 시모오오노 지구 

ふ 藤井町 후지이쵸 이토미 지구 

藤が原 1 丁目 후지가하라 1 쵸메 이토미 지구 

藤が原 2 丁目 후지가하라 2 쵸메 이토미 지구 

藤が原 3 丁目 후지가하라 3 쵸메 이토미 지구 

藤柄町 후지가라쵸 하마다 지구 

双葉台 1 丁目 후타바다이 1 쵸메 후타바다이 지구 

双葉台 2 丁目 후타바다이 2 쵸메 후타바다이 지구 

双葉台 3 丁目 후타바다이 3 쵸메 후타바다이 지구 

双葉台 4 丁目 후타바다이 4 쵸메 후타바다이 지구 

双葉台 5 丁目 후타바다이 5 쵸메 후타바다이 지구 

文京 1 丁目 분쿄우 1 쵸메 토키와 지구, 와타리 지구 

文京 2 丁目 분쿄우 2 쵸메 와타리 지구 

ほ 堀町 호리쵸 
와타리 지구, 이시카와 지구, 호리하라 

지구 

本町 1 丁目 혼쵸 1 쵸메 하마다 지구 

本町 2 丁目 혼쵸 2 쵸메 하마다 지구 

本町 3 丁目 혼쵸 3 쵸메 죠우토우 지구, 하마다 지구 

ま 全隈町 마타구마쵸 야마네 지구 

松が丘 1 丁目 마츠가오카  1 쵸메 토키와 지구 

松が丘 2 丁目 마츠가오카  2 쵸메 토키와 지구 

松本町 마츠모토쵸 신소우 지구, 토키와 지구 

み 見川
み が わ

1 丁目 미가와  1 쵸메 미가와 지구 

見川
み が わ

2 丁目 미가와  2 쵸메 미가와 지구 

見川
み が わ

3 丁目 미가와  3 쵸메 미가와 지구 

見川
み が わ

4 丁目 미가와  4 쵸메 미가와 지구 

見川
み が わ

5 丁目 미가와  5 쵸메 미가와 지구 

見川
み が わ

町 미가와쵸 미가와 지구 

緑町 1 丁目 미도리쵸 1 쵸메 신소우 지구 

緑町 2 丁目 미도리쵸 2 쵸메 신소우 지구, 토키와 지구 

緑町 3 丁目 미도리쵸 3 쵸메 토키와 지구 

南町 1 丁目 미나미마치 1 쵸메 산노마루 지구 

南町 2 丁目 미나미마치 2 쵸메 산노마루 지구 

 



30 
 

（표 1-5 지구 일람의 계속） 

 주소 읽는 법 지구 

み 南町 3 丁目 미나미마치 3 쵸메 산노마루 지구 

 宮内町 미야우치쵸 하마다 지구 

宮町 1 丁目 미야마치 1 쵸메 산노마루 지구 

宮町 2 丁目 미야마치 2 쵸메 산노마루 지구 

宮町 3 丁目 미야마치 3 쵸메 산노마루 지구 

三湯町 미유쵸 우치하라 지구 

見和 1 丁目 미와  1 쵸메 우메가오카 지구 

見和 2 丁目 미와  2 쵸메 우메가오카 지구 

見和 3 丁目 미와  3 쵸메 우메가오카 지구 

も 元石川町 모토이시카와쵸 사카토 지구, 오오바 지구 

元台町 모토다이쵸 하마다 지구 

元山町 1 丁目 모토야마쵸 1 쵸메도 신소우 지구 

元山町 2 丁目 모토야마쵸 2 쵸메도 신소우 지구 

 
元吉田町 모토요시다쵸  

하마다 지구, 요시다 지구, 사카토 지구

센바 지구, 요시자와 지구 

森戸町 모리토쵸 오오바 지구 

や 谷田町 야다쵸 하마다 지구 

谷津町 야츠쵸 야마네 지구 

柳河町 야나카와쵸 야나카와 지구 

柳町 1 丁目 야나기마치 1 쵸메 하마다 지구 

柳町 2 丁目 야나기마치 2 쵸메 하마다 지구 

ゆ 百合が丘町 유리가오카쵸 이나리 다이니 지구 

よ 吉沢町 요시자와쵸 요시다 지구, 요시자와 지구 

吉田 요시다 하마다 지구 

吉沼町 요시누마쵸 카미오오노 지구 

米沢町 요네자와쵸 센바 지구, 요시자와 지구 

ろ 六反田町 로쿠탄다쵸 이나리 다이니 지구 

わ 若宮 1 丁目 와카미야 1 쵸메 죠우토우 지구 

若宮 2 丁目 와카미야 2 쵸메 죠우토우 지구 

若宮町 와카미야쵸 죠우토우 지구 

渡里町 와타리쵸 와타리지구 

 

 



 

2-1  미토

고 부터 바

「미나토」

이 지역은 

그것이 현재

미토시는, 

토쿄에서 북

주변에는 오

있어 바다나

 

【인구】27

・

【면적】21

【 기후 】 추

제

  

2-2  미토

2-2-1  미

2-2-2  미

 

 

 

 

 

매

토는 어떤 

바다나 강의

라고 해, 나

「미토」라

재의 미토가

이바라키현청

북동으로 약

오오아라이 

나 산에서의

70,291 명(헤

헤세이 17(

17.43 km2 

추위가 약간

제외하면 비교

토시의 심볼

미토시 상장

水

중

있습

 

그

미토시의 나

매화의 나무 

곳 ~기본 

 출입구를 

나카가와나 센

고 불리게 되

가 되어 있습니

청의 소재지

 100 km. 

해안이나 츠

 레저도 부담

헤세이 26(2

(2005) 년 2

간 심한 겨울

교적 적습니다

볼 

장 －미토시

戸시의 「水

에 ミト의 

습니다. 

림 2-2 미토

나무·꽃·새 

2  미토

정보~ 

「미토」또는

센바호가 있

되어 

니다 

입니다. 

츠쿠바산등이

담없이 즐길

014) 년 4 월

2 월에 우치하

울 이외는

다. 

의 마크－

水（물）」을

「ト」를 3

토시 상장 

    싸

그림 2-3

31 

토시에 대

는 

는 

이 

길 수 있는 장

월 1 일 현재

하라마치와

비교적 온화

도안화한 것

개 합해 심

싸리꽃 

3 미토의 나

해(개요)

장소입니다.

재의 늘 인구

미토시가 합

화합니다. 기

것으로 씩씩

심지로 해 ト

무, 꽃 새 

   그림

구) 

합병 

기상 재해도

씩하게 퍼져가

를 옆으로 

 검은턱

림 2-1 미토

도 강우에 의

가는 모습을

해 밑에서 

턱 할미새 

시의 위치

의한 재해를

을 표현해 그

받쳐 들고

를 

 

 



32 
 

2-3  미토시의 도시 교류 

자매 도시：츠루가시(후쿠이현) 

친선 도시：히코네시(시가현), 타카마츠시(카가와현) 

국제친선자매도시：아나하임시(아메리카 합중국·캘리포니아주) 

우호 교류 도시：쥬우케이시(중화 인민 공화국) 

 

2-4  미토시의 볼 만한 곳 

2-4-1  가이라쿠엔(미토시 미가와 1-1251 TEL:029-244-5454 FAX:029-244-5866) 

가이라쿠엔은 뛰어난 3 개의 일본 정원이라고 하는 의미의 「일본 3 명원」의 하나로, 매화의 

공원으로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텐보(에도말기의 연호) 13 년(1842 년)에 미토번 제 9  지방 

영주 도쿠가와 나리아키가 조원했습니다. 가이라쿠엔이라는 이름은 지방 영주 만이 아니게 

영내의 백성과 모두 함께 즐긴다고 하는 의미로부터 붙여졌습니다. 13 ha 의 원내에는 약 100 

종류 3, 000 개의 매화 나무에서 꽃이 핍니다. 초여름에는 키리시마 진달래, 가을에는 미야기노 

싸리(콩과 낙엽저목)등이 한창 핍니다. 

 

2-4-2  코우도우관공원(미토시 산노마루 1-6-29 TEL:029-231-4725 FAX:029-227-7584) 

텐보(에도말기의 연호) 12(1841) 년에 미토번 제 9  지방 영주 도쿠가와 나리아키가 세운 

번교입니다. 번교란, 에도시 에 무사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로 당시로서는 

국내 최  규모의 번교였습니다. 무예 일반은 물, 의학·약학·천문학·난학 등 폭넓은 학문을 

거두어 들인 문무양도로  말하자면 종합 학이었습니다. 

 

2-4-3  토쿠가와 박물관(미토시 미가와1-1215-1 TEL:029-241-2721  FAX 029-243-0761)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유품을 중심으로 이에야스의 아이인 도쿠가와 요리후사나 도쿠가와 

미쓰쿠니등의 역  지방 영주나 그 가족의 가보 약 3 만점이 있습니다. 「 명가」, 특히 「미토 

토쿠가와가」의 정리된 사료가 보여지는 유일한 박물관입니다. 

 

2-4-4  센바호 

가이라쿠엔의 남동으로 인접하는 주위 약 3.1 km 의 표주박의 형태를 한 호수입니다. 야간 

라이트 업 되는 분수나 호반을 일망할 수 있는 카페, 봄에는 약 700 개의 벚꽃이 피는 죠깅 

코스등이 있습니다. 시민의 휴식의 오아시스로서 인기의 스포트입니다 

 

2-4-5  미토 예술관(미토시 고켄쵸 1-6-8  TEL: 029-227-8111 / FAX 029-227-8110) 

콘서트 홀, 극장, 현  미술 갤러리등이 있습니다. 미토시의 시의 제도 100 주년을 기념해 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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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형의 「심볼 타워」(높이 100 미터)로부터는 미토시내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2-4-6  미토시 식물 공원(미토시 코부키쵸 504 TEL:029-243-9311  FAX:029-241-1211) 

테라스 가든, 관상 온실, 암석 정원, 잔디원, 습생 화원, 열  과수원, 카페 테라스등이 있는 

서양식의 정원에서 사계를 통해 아름다운 풀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관상  온실의 난방은 

청소 공장의 여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4-7  미토시 삼림공원（미토시 아복케쵸 588-1 TEL/FAX:029-252-7500） 

염소나 토끼와의 만남 코너, 애슬래틱, 큰 공룡의 레플리카가 있습니다. 또 염소의 젖을 사용한 

치즈를 판매하는 숲의 쉐블관이 있습니다. 

 

2-4-8  미토시립 박물관（미토시 오마치 3-3-20  TEL:029-226-6521  FAX:029-226-6549） 

자연, 역사, 민속, 미술의 4 부문으로 되어있는 종합 박물관에서 미토의 역사와 문화에 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9  이바라키현립 역사관（미토시 미도리마치 2-1-15 TEL:029-225-4425 FAX:029-228- 

4277） 

이바라키현의 미술 공예품등의 그 밖에 현의 역사에 관한 자료등이 있습니다. 부지내에는 이축 

복원된 에도시 의 농가나 메이지 시 의 서양식 교사가 있습니다. 또 넓은 정원은 수목이나 

초목으로 둘러 쌓여있고 특히 가을의 은행 가로수는 훌륭합니다. 

 

2-4-10  이바라키현 근대미술관（미토시 센나미마치 토우쿠보 666-1 TEL:029-243-5111 FAX: 

029-243-9992） 

신록이 풍부한  센바호반에 있어 요코야마 다이칸 등 이바라키현 출신의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근 ·현 의 국내외의 미술품을 다수 전시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에서는 갤러리 토크나 

박물관 콘서트 등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2-4-11  나나츠도우 공원 

숲에 둘러싸인 5 개의 연못이 있어 그 자연 환경을 살려 만들어진 영국식의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연못의 부근에는 고분 시 의 유적도 남겨져 있어 원내의 산책길을 산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경관을 살려, 영화의 촬영으로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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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축제·이벤트 

명칭 기간 내용 

매화 축제 2 월 하순~3 월 약 3,000 개의 매화를 관상할 수 있습니다. 

거문고의 연주회, 다회, 꽃의 라이트 업이나

불꽃등을 즐길 수가 있는 「야매제」 등. 

장소：가이라쿠엔 

벚꽃 축제 3 월 하순~4 월초순 벚꽃을 즐기는 이벤트입니다. 일본 특유의

습관의 1 개, 「꽃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가이라쿠엔, 센바호, 수로 등 시내

각처 

진달래 축제 4 월 하순~5 월 중순 아름답게 피는 진달래를 즐깁니다. 

미토 고몬만유일좌나 매화 사와의

기념사진 촬영, 다회 등. 

장소：가이라쿠엔, 센바호, 삼림공원 

수국 축제 6 월 중순~7 월 초순 약 6,000 개의 수국이 다투어 핍니다. 

다회, 스탬프 랠리 등. 

장소：보화원 

미토 고몬 축제 8 월 제 1 금·토, 일

요일(3 일간) 

4,000 발을 넘는 불꽃놀이, 장식한

수레(다시) 페스티벌, 신위 가마, 미토 고몬

퍼레이드, 시민 카니발 등. 

장소：센바호, 미토역 주변 

싸리축제 9 월 초순~하순 150 무리의 싸리로 가을의 풍치를 즐깁니다.

거문고나 퉁소의 연주회, 양초에 의한

원로의 라이트 업 등. 

장소：카이라쿠엔 

국화전 10월 하순~11월 중순 분양, 분재, 현애, 천륜소, 꽃꽂이등의 전시, 

소국화나 소품 분재등의 판매 등. 

장소：현 산노마루 청사 광장 

아트 타워 미토 

스타 라이트 

환타지 

12 월 초순~1 월 중순 미토 예술관의 타워·건물이나, 미토

에키키타구의 시계탑등의 일루미네이션, 

크리스마스 콘서트, 카운트다운＆해피 뉴

이어 이벤트 등. 

장소：미토 예술관 외 

（참고：미토 관광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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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설 

각각의 시설의 자세한 정보에 해서는 168 페이지 4-10 상담 창구에. 

표 2-2 행정 관계 

시설 주소 전화 

미토시 시역소 중앙 1-4-1 029-224-1111 

미토시 시역소산노마루 임시 청사 산노마루 1-5-48 029-224-1111 

우치하라 출장소 우치하라쵸 1395-1 029-259-2211 

아카츠카 출장소 오오츠카쵸 1851-5 029-251-3211 

츠네즈미 출장소 오오쿠시쵸 2134 029-269-2111 

 

표 2-3 일상 생활·거주지 

시설 주소 전화 

미토시 국제 교류 협회 

미토시 국제 교류 센터 

비젠쵸 6-59 029-221-1800

이바라키현 국제 교류 협회 센바쵸 우시로가와 745 029-241-1611

외국인 상담 센터 센바쵸 우시로가와 745 

(이바라키현 국제 교류 협회내) 

029-244-3811

패스포트 센터 산노마루 1-5-38 산노마루 청사 1 층 029-232-0250

입국관리국 미토 출장소 죠우난 2-9-12 029-300-3601

미토 관광 협회 산노마루 1-5-38 산노마루 청사 1 층 029-224-0441

청소 공장 코부키쵸 820-2 029-243-6811

세무서 키타미쵸 1-17 029-231-4211

미토시 수도부 중앙 2-7-33 미토 제일 빌딩 4 층 029-231-4115

미토 노동기준 감독서 미야마치 1-8-31  029-226-2237

헬로우 워크 스이후쵸 15731 029-231-6221

장례식장 호리쵸 2106-2 029-251-2559

이 외 , 도서관·스포츠 시설·커뮤니티 활동 시설등이 있습니다. 36 페이지 이후의 표 2-4 도서관, 표 

2-5 스포츠 시설(미토시의 공공 시설), 표 2-6 스포츠 시설(이바라키현의 공공 시설), 표 2-7 

문화 활동 시설(미토시의 공공 시설), 표 2-8 문화 활동 시설(이바라키현의 공공 시설·그 외의 

시설)을 봐 주십시오.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이나 요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직접 물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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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도서관 

시설 주소 전화 

이바라키현립 도서관 산노마루 1-5-38 029-221-5569 

미토시립 중앙 도서관 오오마치 3-3-20 029-226-3951 

미토시립 동부 도서관 모토요시다쵸 1973-27 029-248-4051 

미토시립 서부 도서관 호리쵸 2311-1 029-255-5651 

미토시립 미와 미와 2-500-2 029-350-2051 

미토시립 츠네즈미 도서관 오오쿠시쵸 2134 029-269-1751 

미토시립 우치하라 도서관 우치하라쵸 1497-16 029-291-6451 

 

표 2-5 스포츠 시설(미토시의 공공 시설) 

시설 주소 전화 

종합 운동 공원 미가와쵸 2256  029-243-0111 

아오야기 공원 스이후쵸 864-6 029-225-6931 

코부키운동 공원 코부키쵸 820-2  029-241-9121 

센바호공원 테니스 코트 센바쵸 2509-1 029-225-3081 

츠네즈미 건강 관리 

트레이닝 센터 

시오가사키쵸 1200 029-269-4779 

츠네즈미 운동장 오오바쵸 468-1  029-269-4779 

케이스덴키스터디움 미토 

(시립 경기장) 

코부키쵸 2058-1 029-241-8484 

 

시립 축구·럭비장 

(트윈 필드) 

카와다쵸 3438-1 029-257-6690 

 

우치하라 헬스 파크 우치하라쵸 1384-2 029-259-6889 

오오츠카 이케 공원 야구장 오오츠카쵸 1827-1 스포츠 진흥 협회 

(029-243-0111) 타노 시민 운동장 타노쵸 1307 

토우노 시민 운동장 토우노쵸 318-1 

야나카와 시민 운동장 나카 카와우치쵸지내(하천 부지) 

죠우토우 시민 운동장 와카미야쵸지내(하천부지)  

치토세 시민 운동장 치토세 2 쵸메지내(하천 부지) 

카미나카 츠마 시민 운동장 오오츠카쵸 1827-1 

모토이시카와 시민 운동장 모토이시카와쵸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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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표) 2-5 스포츠 시설(미토시의 공공 시설)의 계속） 

시설 주소 전화 

모토요시다 시민 운동장 모토요시다쵸 1973-27 스포츠 진흥 협회 

(029-243-0111) 와카미야 시민 운동장 와카미야쵸 1103 

이시카와 시민 운동장 호리쵸 2311-1 

카와다 시민 운동장 카와다쵸 3438-3 

카미오오노 시민 운동장 요시누마쵸 640-1 

코이부치 시민 운동장 코이부치쵸 4632-1 

나카츠마 시민 운동장 우시부시마을 114-2 우치바라 헬스 파크 

(029-259-6889) 우치바라 시민 운동장 우치하라쵸 1398-1 

오오쿠시 카이츠카 만남 공원 

테니스 

코트 및 수영장 

시오가사키쵸 1064-1 츠네즈미 건강 관리 트레이닝 

센터(029-269-4779) 

시설의 상세·이용 신청 등은： 

스포츠 진흥 협회 http://www13.ocn.ne.jp/~maas/ (일본어만) 

 

표 2-6 스포츠 시설(이바라키현의 공공 시설) 

시설 주소 전화 

호리하라공원 

(이바라키현 무도관) 

신하라 2-11-1 029-251-8444 

 

아즈마쵸 운동 공원 미도리마치 2-3-10 029-221-0737 

 

표 2-7 문화 활동 시설(미토시의 공공 시설) 

시설 주소 전화 

산노마루 시민 센터 

※2015 년 3 월 31 일까지 휴관 

산노마루 1-6-60 029-224-6600 

 

고켄시민 센터 

(미토 문화 교류 플라자내) 

고켄쵸 1-2-12 029-226-4156 

 

신소우시민 센터 신소우 2-11-2 029-221-7851 

죠우토우 시민 센터 죠우토우 3-1-47 029-221-9974 

타케구마 시민 센터 야나기마치 2-5-8 029-231-2045 

토키와 시민 센터 니시하라 1-3-12 029-233-7005 

미도리오카 시민 센터 미가와쵸 2563 029-243-1020 

코토부키 시민 센터 히라스쵸 1636 029-24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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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 문화 활동 시설(미토시의 공공 시설)의 계속) 

시설 주소 전화 

카미오오노 시민 센터 요시누마쵸 1765-3 029-221-4994 

야나카와 시민 센터 야나카와쵸 673-1 029-231-6559 

와타리시민 센터 호리쵸 466-7 029-221-3873 

요시다 시민 센터 모토요시다쵸 1736-5 029-247-2316 

사카도시민 센터 사카도쵸 1374-6 029-248-0024 

이시카와시민 센터 이시카와 2-4243 029-252-2989 

이이토미 시민 센터 이이토미쵸 4449-8 029-229-7002 

쿠니타 시민 센터 시모쿠니이쵸 1212-4 029-239-6568 

사쿠라가와 시민 센터 카와다쵸 2894-4 029-251-0359 

카미나카 츠마 시민 센터 오오츠카쵸 1157-1 029-251-9402 

야마네 시민 센터 마타구마쵸 78-1 029-252-0966 

미가와 시민 센터 미가와 2-179-1 029-243-6733 

센바 시민 센터 센바쵸 1396-4 029-243-3174 

미와 시민 센터 미와 2-250-4 029-253-1273 

후타바다이 시민 센터 후타바다이 2-1-5 029-251-3991 

카사하라 시민 센터 카사하라쵸 358-5 029-243-3769 

아카츠카 시민 센터 카와다 3-2329-3 029-252-4090 

요시자와 시민 센터 요시자와쵸 243-3 029-247-1989 

호리하라 시민 센터 신하라 1-9-16 029-252-2750 

시모오오노 시민 센터 시모오오노쵸 6094-1 029-269-1288 

이이나리다이이치 시민 센터 오오쿠시쵸 961-1 029-269-2213 

이나리다이니 시민 센터 쿠리사키쵸 1695-4 029-269-1031 

오오바 시민 센터 오오바쵸 2283-1 029-269-1006 

우치하라 중앙 공민관 우치하라쵸 1395-6 029-259-4044 

우치하라 중앙 공민관 나카츠마 

분관 

오오다라쵸 1417-1 029-259-4044 

미토 예술관 고켄쵸 1-6-8 029-227-8111 

미토시 소년 자연의 집 마타구마쵸 80-1 029-25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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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문화 활동 시설(이바라키현의 공공 시설·그 외의 시설) 

 

 

 

 

 

 

 

 

 

 

 

 

 

 

 

 

 

 

 

 

 

 

 

 

 

 

시설 주소 전화 

이바라키현 

미토 평생 학습 센터 

산노마루 1-5-38 

이바라키현 산노마루 청사 3 층 

029-228-1313 

 

이바라키현립 현민 문화 센터 센바쵸 히가시쿠보 697 029-241-1166 

이바라키현립 청소년 회관 미도리쵸 1-1-18 029-226-1388 

이바라키현 종합 복지 회관 센바쵸 1918 029-244-4545 

이바라키현 산업 회관 사쿠라가와 2-2-35 029-227-7121 

죠요예문센터 산노마루 1-5-18 029-231-6611 

水戸芸術館の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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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3-1  병원을 찾는다 

3-1-1  구급 의료 정보 컨트롤 센터-(24 시간 대응)로 찾는다 

(1) TEL(일본어 응)029-241-4199 
「이름/주소/전화번호/증상」을 전한다 

 ↓ 

「증상에 맞은, 가장 가까운 병원」을 )묻는다(치과를 제외) 

 ↓ 

「자신이 병원에 전화」해, 진찰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다 

 ↓ 

확인이 되면 병원에 간다 

 

(2) 인터넷 

일본어 사이트 http://www.qq.pref.ibaraki.jp/ 

영어 사이트 http://www.qq.pref.ibaraki.jp/WP2501/RP250101BL.do 

 

「장소·시간·진료과목·(언어※)」를 선택해, 병원을 찾는다 

 ↓ 

「병원의 일람」(결과)의 표시 

 ↓ 

병원에 전화해, 진찰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다 

 ↓ 

  확인이 되면 병원에 간다 

 

※언어의 선택은 영어의 페이지로부터 실시합니다. 

※42 페이지의 표 3-3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을 봐 주십시오. 

 

3-1-2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큰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갑작스러운 병 등은 119 번에 전화를 해 구급차를 불러 주십시오. 

 

※병원에서 통역이 필요한 사람은, 이바라키현 국제 교류 협회에 상담해 주십시오. 「의료 통역 

써포터」를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처는 168 페이지의 4-10 상담 창구를 

참조해 주십시오. 

※병원에 갈 때는, 건강 보험증 / 돈 / (있으면 진찰권·예약권)을 가져 갑니다. 

※병원을 찾을 때,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진료과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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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진료과 

자주 이용하는 

진료과 

몸 부위 증상·병(예) 

내과 내장 전반 감기, 복통, 설사/변비 등 

정형외과 뼈, 근육, 관절, 힘줄 베인 상처, 골절, 염좌 등 

피부과 피부 피부가 아프다/가려움/붓는 등 

이비(인후) 과 이, 코, (목) 화분증, 비염, 목이나 귀의 통증 등 

치과 이 치가 아프다, 의치, 교정 등 

안과 눈 눈이 아프다/가려움, 콘택트 렌즈 등 

정신과, 신경과 마음 스트레스, 우울증, 패닉 장해 등 

산부인과 여성의 몸전반 생리의 이상, 임신, 출산 등 

소아과 아이의 몸전반 

·13 세 정도까지  

·이는 치과에  

아이의 감기, 복통, 설사/변비 등 

 

소아 외과 아이의 몸 

·13 세 정도까지 

아이의 부상 

 
 

3-2  휴일이나 야간의 병에는 

3-2-1  휴일 야간 긴급 진료소 

주소：미토시 카사하라쵸 993-13(미토시 보건 센터 2 층) 

TEL：029-243-8825(치과 전용 029-243-8840) 
 

표 3-2 휴일 야간 긴급 진료소 

구분 휴일 야간 

진료과목 소아과·내과·외과·치과 소아과·내과 

진료가 가능한 날 요일, 축일, 12 월 30 일-1 월 3 일 매일 

접수 시간 9am-12pm / 1pm-3:30pm 

(1 월 1 일은 1 pm-3:30 pm 만) 

7:30pm-10:30pm 

 

주의 병의 응급 처치만  

·소아과는 내과만(부상때는 40 페이지 3-1-1 구급 의료 정보 컨트롤

센터-(24 시간 응)로 찾는다.로병원을 찾는다)  

·반드시 건강 보험증을 지참한다(보험증이 없는 경우, 의료비를 전액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루후쿠을 받고 있는 경우 의료복지비 수급자증을 지참한다 

·요금은 당일 지불한다  

※접수 시간 이외는, 진료소에 관계자는 없습니다.   

※ 지도와 교통 안내, 65 페이지의 3-7 미토시 보건 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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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아동 구급 전화 상담(일본어) 

아이가 갑자기 병이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상담할 수 있습니다. 

 

3-2-2-a  접수 시간 

평일：6:30 pm~0:30am 

휴일：9 am~5 pm, 6:30 pm~0:30am 

 

3-2-2-b  이용 방법 

・전화번호 「029-254-9900」에 전화를 겁니다. 

※휴 전화나 푸쉬식의 전화로부터는, 「#8000」으로도 연결됩니다. 

・아이의 이름, 증상을 묻습니다. 

・곧바로 병원에 가야할 것인가 당분간 상태를 봐야할 것인가 가르쳐 줍니다. 

 

표 3-3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 

 

의료 기관의 외국어 레벨： (Lv1) 잘 안다 (Lv2) 안다  (Lv3) 조금 안다 

※Lv1 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은 그 밖에도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이바라키현 의료 정보 시스템」의 홈 페이지에서 검색해 주세요. 

(영어의 페이지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URL：http://www.qq.pref.ibaraki.jp/WP2501/RP250101BL.do 

◆영어◆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1 미토협동병원 

미토시 

미야마치 3-2-7 

TEL：

029-231-2371 

내과 

외과 

성형 외과 

류머티스과 

비뇨기과 

안과 

재활요법과 

마취과 

호흡기과 

소화기과 

신경 내과 

정형외과 

08:30-11:00 

일요일, 

축일, 

제 2· 제 4· 

제 5 토요일,

1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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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계속)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1 
미토협동병원 

(계속)  

뇌신경 외과 

피부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치과 

구강외과순환기

과 

구급과 

뇌신경 외과 

   

Lv1 건강의 숲 

미토시 

센바쵸 1250 

TEL： 

029-305-6655 

내과 

외과 

류머티스과 

재활요법과 

방사선과 

신경과 

위장과 

항문과 

08:30-12:30 

15:00-18:00 

일요일, 

수요일, 

축일, 

8/13~8/16, 

12/29~1/3 

  

Lv1 

미토 

미나미가오카 

병원 

미토시 

모토요시다쵸 

1057-1 

TEL： 

029-248-0373 

내과 

위장내과 

신경내과 

순환기내과 

방사선과 

소아과 

08:30-12:15 

14:30-17:30 

일요일, 

축일, 

12/30~1/3 

  

Lv1 

이시이 

외과 내과  

의원 

미토시 

센바쵸 1386 

TEL： 

029-243-0121 

내과 

외과 

소아과 

위장과 

마취과 

소아외과 

08:30-11:45 

13:30-17:30 

일요일, 

축일,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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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계속)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1 
아이카와 내과 

병원 

미토시 

센바쵸 212 

TEL： 

029-243-2311 

내과 

순환기내과 

신신 내내 

소화기 내과 

방사선과 

비뇨기과 

08:00-12:00 

12:00-16:30 

일요일, 

축일, 

12/29～1/3 

  

Lv1 스이후 병원 

미토시 

아카츠카 1-1 

TEL： 

029-309-5000 

내과 

소아과 

방사선과 

외과 

정형외과 

08:00-11:00 

12:00-15:00 

일요일, 

축일, 

8/14,12/29

~1/3 

  

Lv1 
카사하라 중앙 

클리닉 

미토시 

카사하라쵸 565-7 

TEL： 

029-244-6011 

내과 

소아과 

알레르기과 

위장과 

09:00-12:30 

15:00-18:30 

일요일, 

축일, 

12/31~1/3 

  

Lv1 

오자와 

안과 내과  

병원 

미토시 

요시자와쵸 246-6 

TEL：

029-246-2111 

내과 

안과 08:30-11:30 

13:00-17:30 

일요일, 

축일, 

8/14,8/15, 

12/29~1/3 

  

Lv1 
카메다 내과 

의원 

미토시 

키타미쵸 8-2 

TEL： 

029-221-2311 

내과 

09:00-12:30 

14:30-18:00 

일요일, 

목요일, 

축일, 

8/12~8/17,

12/29~1/3 

  

Lv1 
마츠모토 

클리닉 

미토시 

오오츠카쵸 1879-6

TEL： 

029-309-6655 

내과 

09:00-12:00 

15:00-17:00 

일요일, 

축일, 

12/29~1/4 

  

Lv1 
히라노 어린이 

클리닉 

미토시  

츄우마루쵸 

후타바 333-1 

TEL：

029-253-3306 

소아과 

09:30-12:30 

15:00-17:30 

일요일,수요

일, 축일, 

8/13~8/15,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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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계속)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1 
우에노 

산부인과 의원 

미토시 

고켄쵸 2-3-7 

TEL：

029-221-2513 

산부인과 
08:30-11:30 

13:30-17:00 

일요일, 

축일, 

12/31~1/3 

  

Lv1 

야마모토  

산부 인과  

의원 

미토시 

미와 1-299-6 

TEL：

029-252-1276 

산부인과 
08:30-12:00 

13:00-17:30 

일요일, 

축일, 

12/29~1/3 

  

Lv1 
하나자와 

이비인후과 

미토시 

카와다쵸 2894-8 

TEL：

029-254-8730 

이비인후과 
08:00-12:00 

13:30-17:00 

일요일,축일,

8/13~8/15,

12/29~1/6 

  

Lv1 
하야시 

정형외과 의원 

미토시 

하마다 2-11-11 

TEL：

029-225-5255 

정형외과 
08:00-12:00 

14:00-18:00 

일요일, 

축일, 

8/13~8/15,

12/30~1/3 

  

Lv1 
오다후쿠모노

와수레 클리닉 

미토시 

사카도쵸 4637-2 

TEL：

029-291-6211 

정신과 

신경과 

09:00-12:00 

14:00-18:00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축일, 

12/29~1/3 

예약제 

Lv1 
이이노  

치과의원 

미토시 

카네마치 3-1-25 

TEL： 

029-221-6783 

치과 

치과구강외과 

소아치과 

09:00-12:30 

14:00-18:30 

일요일, 

목요일, 

12/30~1/3 

  

Lv1 
이와마 치과 

의원 

미토시 

죠우난 1-2-38 

TEL： 

029-225-4484 

일반 치과 

교정 치과 

소아 치과 

09:00-12:20 

14:30-18:50 

일요일,축일,

8/13~8/15,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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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계속)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1 
오카 

치과의원 

미토시 

야나기마치 1-14-3

TEL： 

029-227-2928 

치과 
09:00-11:30 

14:00-19:00 

일요일, 

축일, 

8/13~8/16,

12/30~1/3 

  

Lv1 

하모니 

덴탈 

클리닉 

미토시 

이즈미쵸 1-2-25  

베루크 이즈미쵸  

1 층 

TEL： 

029-232-3737 

치과 
10:00-13:00 

15:00-20:00 

일요일, 

8/13~8/16,

12/29~1/4 

  

Lv2 니시미야의원 

미토시 

신소우 2-9-9 

TEL： 

029-224-5555 

내과 

외과 

재활요법과 

호흡기과 

소화기과 

심료내과 

08:30-11:30 

14:0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29~1/4 

심료내

과는 

예약제 

Lv2 히로세클리닉 

미토시 

미가와쵸 2352-3 

TEL： 

029-244-1212 

심료내과 

내과 

정신과 

09:00-13:00 

14:00-18:00 

18:00-20:00 

일요일, 

월요일, 

1/1~1/3 

예약제 

 

◆중국어◆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1 

오자와 

안과 내과 

병원 

미토시 

요시자와쵸 246-6 

TEL： 

029-246-2111 

안과 

내과 

08:30-11:30 

13:00-17:30 

일요일, 

축일, 

8/14,8/15, 

12/29~1/3 

  

Lv1 
쿠니이 마을  

진료소 

미토시 

시모쿠니이쵸 1550

-14 

TEL： 

029-239-6763 

내과 

안과 

08:30-11:30 

14:00-17:30 

목요일, 

축일, 

4/28~5/10, 

8/10~8/22, 

1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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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계속)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2 
카네코 내과 

클리닉 

미토시 

카미미토 1-7-25 

TEL： 

029-222-5511 

내과 

알레르기과 

소아과 

방사선과 

호흡기과 

소화기과 

순환기과 

09:00-12:30 

14:30-18:00 

수요일, 

금요일오후, 

축일, 

5/3~5/5, 

8/12~8/15,

12/30~1/3 

  

Lv2 
하나자와 

이비인후과 

미토시 

카와다쵸 2894-8 

TEL： 

029-254-8730 

이비인후과 
08:00-12:00 

08:00-12:00 

일요일, 

축일, 

8/13~8/15 

12/29~1/6 

  

LV3 오오하시병원 

미토시미가와쵸 

2131-1560 

TEL： 

029-240-3300 

내과 

외과 

안과 

위장 외과 

항문 외과 

08:00-11:30 

14:00-17:30 

일요일, 

축일, 

12/30~1/3 

  

Lv3 
코마츠자키 

산부인과 

미토시 

혼쵸 1-6-20 

TEL： 

029-221-2645 

산부인과 
09:00-12:00 

14:3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29~1/3 

  

Lv3 
스즈키 

산부인과 의원 

미토시 

히가시다이 

1-10-19 

TEL： 

029-221-3932 

산부인과 
09:00-12:00 

14:0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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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계속) 

◆한국어◆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목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2 
아이와  

치과의원 

미토시 

카사하라쵸 1029-2

TEL： 

029-305-1115 

치과 

소아 치과 
09:30-18:30 

일요일, 

오후,  

축일, 

12/30~1/4 

  

Lv3 
오오하시  

병원 

미토시 

미가와쵸 2131-156

0 

TEL： 

029-240-3300 

내과 

외과 

안과 

위장 외과 

위장 내과 

항문외과 

항문내 

08:00-11:30 

14:00-17:30 

일요일, 

축일, 

12/30~1/3 

  

Lv3 미나가와 의원 

미토시 

카사하라쵸 995-10

2 

TEL： 

029-243-5521 

내과 

외과 

소화기 내과 

피부과 

알레르기과 

방사선과 

항문과 

08:30-12:20 

14:00-16:45 

일요일,축일 

8/14~8/16,

12/30~1/4 

  

Lv3 
코마츠자키 

산부인과 

미토시 

혼쵸 1-6-20 

TEL： 

029-221-2645 

산부인과 
09:00-12:00 

14:30-17:30 

일요일,축일 

,8/13~8/15

12/29~1/3 

  

Lv3 
스즈키 

산부인과 의원 

미토시 

히가시다이 1-10-1

9 

TEL： 

029-221-3932 

산부인과 

09:00-12:00 

14:00-17:30 

일요일,축일 

8/13~8/15,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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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계속) 

◆타갈로그어◆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목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2 
이이노치과의

원 

미토시 

카네마치 3-1-25 

TEL： 

029-221-6783 

치과 

치과구강외과 

소아 치과 

09:00-12:30 

14:00-18:30 

일요일,목요

일, 

12/30~1/3 

  

Lv3 오오하시 병원 

미토시 

미가와쵸 2131-156

0 

TEL： 

029-240-3300 

내과 

외과 

안과 

위장 외과 

위장 내과 

항문 외과 

항문 내과 

08:00-11:30 

14:00-17:30 

일요일, 

축일 

12/30~1/3 

  

Lv3 
코마츠자키 

산부인과 

미토시 

혼쵸 1-6-20 

TEL： 

029-221-2645 

산부인과 
09:00-12:00 

14:3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29~1/3 

  

Lv3 
스즈키 

산부인과 의원 

미토시 

히가시다이 1-10-1

9 

TEL：

029-221-3932 

산부인과 

09:00-12:00 

14:0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31~1/3 

  

Lv3 

오오하시 병원 미토시 

미가와쵸 2131-156

0 

TEL： 

029-240-3300 

내과 

외과 

안과 

위장외과 

위장내과 

항문외과 

항문내과 

08:00-11:30 

14:00-17:30 

일요일, 

축일,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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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계속) 

Lv3 

코마츠자키 

산부인과 

미토시 

혼쵸 1-6-20 

TEL： 

029-221-2645 

산부인과 09:00-12:00 

14:3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29~1/3 

  

Lv3 

스즈키 

산부인과 의원 

미토시 

히가시다이 1-10-1

9 

TEL：

029-221-3932 

산부인과 09:00-12:00 

14:0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31~1/3 

  

 

◆인도네시아어◆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목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3 오오하시 병원 

미토시 

미가와쵸 2131-156

0 

TEL： 

029-240-3300 

안과 

위장외과 

위장내과 

항문외과 

항문내과 

외과 

내과 

08:00-11:30 

14:00-17:30 

일요일, 

축일, 

12/30~1/3 

  

Lv3 
코마츠자키 

산부인과 

미토시 

혼쵸 1-6-20 

TEL： 

029-221-2645 

산부인과 09:00-12:00 

14:3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29~1/3 

  

Lv3 

스즈키 

산부인과 의원 

미토시 

히가시다이 1-10-1

9 

TEL： 

029-221-3932 

산부인과 09:00-12:00 

14:0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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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계속) 

◆스페인어◆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목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2 
아이카와 내과 

병원 

미토시 

센바쵸 212 

TEL： 

029-243-2311 

내과 

순환기 내과 

신경 내과 

소화기 내과 

방사선과 

비뇨기과 

08:00-12:00 

12:00-16:30 

일요일, 

축일, 

12/29~1/3 

  

Lv2 카와카미 의원 

미토시 

카와다쵸 

타카노헤이 862 

TEL： 

029-255-3791 

내과 

신경 내과 
08:30-11:30 

13:30-17:00 

일요일, 

축일, 

8/13~8/15 

12/30~1/3 

  

Lv3 

오오하시 병원 미토시 

미가와쵸 2131-156

0 

TEL： 

029-240-3300 

내과 

외과 

안과 

위장외과 

위장내과 

항문외과 

항문내과 

08:00-11:30 

14:00-17:30 

일요일, 

축일, 

12/30~1/3 

  

Lv3 
코마츠자키 

산부인과 

미토시 

혼쵸 1-6-20 

TEL： 

029-221-2645 

산부인과 
09:00-12:00 

14:3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29~1/3 

  

Lv3 
스즈키 

산부인과 의원 

미토시 

히가시다이 1-10-1

9 

TEL：

029-221-3932 

산부인과 

09:00-12:00 

14:0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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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계속) 

◆독일어◆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목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2 
카와카미 

의원 

미토시 

카와다쵸 

타카노헤이 862 

TEL： 

029-255-3791 

내과 

신경 내과 
08:30-11:30 

13:30-17:00 

일요일, 축일, 

8/13~8/15 

12/30~1/3 

  

Lv2 

타카하시 

내과 

의원 

미토시 

하카마츠카 3-3-48 

TEL： 

029-221-7734 

내과 
09:00-12:00 

14:00-17:00 

일요일,목요일, 

12/30~1/3 
  

Lv2 

내과 

이시카와 

의원 

미토시 

미도리마쵸 1-8-21 

TEL： 

029-233-2236 

내과 
09:00-12:00 

14:0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29~1/4 

  

Lv3 
오오하시 

병원 

미토시 

미가와쵸 2131-1560

TEL： 

029-240-3300 

내과 

외과 

안과 

위장외과 

위장내과 

항문외과 

항문내과 

08:00-11:30 

14:00-17:30 

일요일,축일, 

12/30~1/3 
  

Lv3 
미나가와 

의원 

미토시 

카사하라쵸 995-102

TEL： 

029-243-5521 

내과 

외과 

소화기 내과 

피부과 

알레르기과 

방사선과 

항문과 

08:30-12:20 

14:00-16:45 

일요일,축일, 

8/14~8/16, 

12/30~1/4 

  

Lv3 
나이토 

클리닉 

미토시 

분쿄우 2-2-34 

TEL： 

029-225-9040 

내과 

정신과  

신경과 

심료내과 

08:00-11:30 

14:00-16:00 

일요일,축일, 

8/14,8/15,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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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계속)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목 접수 시간 휴진 비비 

Lv3 

아오키 

클리닉 

미토시 

이시카와 3-4121-15

TEL： 

029-255-1971 

내과 

비뇨기과 

피부과 

09:00-12:15 

15:00-18:30 

토요일,일요일, 

축일 
  

Lv3 

오자와 안과  

내과 병원 

미토시 

요시자와쵸 246-6 

TEL： 

029-246-2111 

내과 

안과 

08:30-11:30 

13:00-17:30 

일요일, 축일 

8/14,8/15, 

12/29~1/3 
  

Lv3 

코마츠자키 

산부인과 

미토시 

혼쵸 1-6-20 

TEL： 

029-221-2645 

산부인과 09:00-12:00 

14:3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29~1/3 
  

Lv3 

스즈키 

산부인과 

의원 

미토시 

히가시다이 1-10-19

TEL： 

029-221-3932 

산부인과 09:00-12:00 

14:0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31~1/3 
  

 

◆프랑스어◆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목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2 

이와마도우카

도우클리닉 

미토시 

이즈미쵸 3-1-30 

TEL： 

029-300-7110 

내과 

소화기과 

피부과 

08:30-11:3

0 

13:30-18:0

0 

일요일, 축일, 

12/30~1/3 
  

Lv2 

이구치 피부과 

성형 외과 

클리닉 

미토시사카도쵸 

시모센조쿠 1571-1

TEL： 

029-297-8863 

피부과 

성형 외과 

08:30-11:3

0 

15:00-18:0

0 

일요일,축일, 

8/13~8/15, 

1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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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계속)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목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3 

오오하시 병원 미토시 

미가와쵸 2131-156

0 

TEL： 

029-240-3300 

내과 

외과 

안과 

위장외과 

위장내과 

항문외과 

항문내과 

08:00-11:3

0 

14:00-17:3

0 

일요일,축일, 

12/30~1/3 

  

Lv3 

코마츠자키 

산부인과 

미토시 

혼쵸 1-6-20 

TEL： 

029-221-2645 

산부인과 09:00-12:0

0 

14:30-17:3

0 

일요일, 축일, 

8/13~8/15, 

12/29~1/3 
  

Lv3 

스즈키 

산부인과 의원 

미토시 

히가시다이 1-10-1

9 

TEL： 

029-221-3932 

산부인과 09:00-12:0

0 

14:00-17:3

0 

일요일, 축일, 

8/13~8/15, 

12/31~1/3   

 

◆러시아어◆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목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3 
오오하시 

병원 

미토시 

미가와쵸 2131-1560

TEL： 

029-240-3300 

내과 

외과 

안과 

위장외과 

위장내과 

항문외과 

항문내과 

08:00-11:30 

14:00-17:30 

일요일,축일, 

12/30~1/3 
  

Lv3 
오자와 안과  

내과 병원 

미토시 

요시자와쵸 246-6 

TEL： 

029-246-2111 

내과 

안과 08:30-11:30 

13:00-17:30 

일요일, 축일 

8/14,8/15, 

12/29~1/3 

  

Lv3 
코마츠자키 

산부인과 

미토시 

혼쵸 1-6-20 

TEL： 

029-221-264 

산부인과 
09:00-12:00 

14:3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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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계속)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목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3 

스즈키 

산부인과 

의원 

미토시 

히가시다이 1-10-19

TEL： 

029-221-3932 

산부인과 09:00-12:00 

14:0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31~1/3 
  

 

◆이탈리아어◆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목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3 

오오하시 

병원 

미토시 

미가와쵸 2131-1560

TEL： 

029-240-3300 

내과 

외과 

안과 

위장외과 

위장내과 

항문외과 

항문내과 

08:00-11:30 

14:00-17:30 

일요일,축일, 

12/30~1/3 

  

Lv3 

코마츠자키 

산부인과 

미토시 

혼쵸 1-6-20 

TEL： 

029-221-2645 

산부인과 09:00-12:00 

14:3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29~1/3 
  

Lv3 

스즈키 

산부인과 의원 

미토시 

히가시다이 1-10-19

TEL： 

029-221-3932 

산부인과 09:00-12:00 

14:0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31~1/3 
  

 

◆포르투갈어◆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3 
오오하시 

병원 

미토시 

미가와쵸 2131-1560

TEL： 

029-240-3300 

내과 

외과 

안과 

위장외과 

위장내과 

항문외과 

항문내과 

08:00-11:30 

14:00-17:30 

일요일,축일,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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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계속) 

레벨 병원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진료과 접수 시간 휴진 비고 

Lv3 

코마츠자키 

산부인과 

미토시 

혼쵸 1-6-20 

TEL： 

029-221-264 

산부인과 09:00-12:00 

14:3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29~1/3 
  

Lv3 

스즈키 

산부인과 

의원 

미토시 

히가시다이 1-10-19

TEL： 

029-221-3932 

산부인과 09:00-12:00 

14:00-17:30 

일요일, 축일,

8/13~8/15, 

12/31~1/3 
  

 

3-3  임신/출산에 대해 

3-3-1  임신을 하면 

(1) 「임신 신고서」의 제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고 임신을 알게 되면 「임신 신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신 신고서」를 보건 센터(65 페이지 3-7 미토시 보건 센터)에 제출해,①~③를 받아 

주십시오. 

 

① 모자 건강 수첩 (출산후도 사용합니다. 소중히 보존합니다. ) 

②「임산부 일반 건강 진단」의 진찰표(14 회분 ) 

③「유아 일반 건강 진단」의 진찰표(2 회분 ) 

 

(2) 마루후쿠(임산부 의료복지비 지급 제도)의 신청 

마루후쿠란 시가 의료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 입니다. 

건강보험에 들어있는 임산부는 조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시역소에 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3-2  임신중 

(1) 임산부 일반 건강 진단(=임산부 검진)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임산부 건강 진단을 받읍시다. 

미토시역소 “국민 연금과“(155 페이지 국민 연금과) 

TEL：029-232-9166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 산노마루 임시청사 1Ｆ 

(아카츠카 출장소/츠네즈미 출장소/우치하라 출장소 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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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 진단은 공적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이 고액이 됩니다만 시가 

비용을 조성합니다(14 회분 ). 

(2) 임산부 치과 건강 진단(무료) 

임신중이나 출산후는 충치나 치주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입니다. 컨디션이 안정되어 있을 때에 

치과 건강 진단을 받읍시다. 장소는 보건 센터(65 페이지3-7미토시 보건 센터)입니다. 사전에 

물어 일시를 확인해 예약해 주십시오.(TEL 029-243-7311).。 

(3) 헬로 베이비 클래스 

엄마와 아버지가 안심해 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출산이나 육아에 관한 강좌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출산할 예정의 임산부가 상입니다. 장소는 보건 센터(65 

페이지 3-7 미토시 보건 센터)입니다. 사전에 물어 일시를 확인해 예약해 주십시오.(TEL 

029-243-7311). 

 

(4) 출산의 비용에 해 
출산은 공적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35~50 만엔 정도 듭니다. 

※출산 육아 일시금 

건강 보험(자신의 보험 또는 남편의 보험)으로 부터 아이 한사람에 해 42 만엔이 지불됩니다.  

일시금은 병원에 직접 지불되어집니다.(당신의 수중에 현금이 없어도 안심해 출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3-3  출산하면 

각각의 수속을 기한내로 합시다. 필요한 수속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므로 출산전에 확인해 

둡시다. 

 

(1) 「출생 신고」의 제출(태어난 날로부터 14 일 이내) 

시청에 「출생 신고」를 제출합니다. 

 

①아이의 부모가 양쪽 모두 외국인의 경우 

제출처：부모의 거주지 또는 아이의 출생지의 시청 

②아이의 부모의 어느 쪽 인지가 일본인의 경우 

제출처：다음의 어디인가의 시역소 →일본인 배우자의 소재지/본적지, 아이의 출생지 

 

※수속에 필요한 것 = 출생 신고서, 출생 증명서, 인감, 모자 건강 수첩, 건강 보험증, 재류 

카드나 패스포트 

※아이가 외국적이 되는 경우는, 「출생 신고 수리 증명서」(유료)의 발행을 의뢰해 주십시오. 

이 증명서는, 아이의 재류 자격을 취득할 때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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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수당의 신청 

중학 3 학년까지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에게 수당이 지불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합시다. 

 

 

 

 

 

(3) 마루후쿠(아이 의료복지비 수급자증)의 신청 

마루후쿠란, 시가 의료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중학 3 년까지의 아이의 의료비에 

해 조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먼저시청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아이의 건강 보험에 들어가는 신청(태어난 날로부터 14 일 이내) 

보호자가, 근무처의 건강 보험이나 공제 조합에 들어 있는 경우 

→ 근무처에 신청합니다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 있는 경우 

→ 미토시 관공서의“국민 건강 보험 연금과”에 신청합니다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아이의 경우는 이하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입국관리국(66 페이지 4-1-1 입국관리국)에서 재류 자격을 취득합니다. (태어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미토의 시역소 "아동과” (156 페이지아동과) 

TEL：029-232-9176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산노마루 임시청사 2F 

(아카츠카 출장소/츠네즈미 출장소/우치하라 출장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미토의 시역소 "국민연금과” (155 페이지 국민연금과) 

TEL：029-232-9166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산노마루 임시청사 1F 

(아카츠카 출장소/츠네즈미 출장소/우치하라 출장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미토의 시역소의 경우 …"시민과” (155 페이지 시민과) 

TEL：029-232-9156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산노마루 임시청사 1F 

미토의 시역소 "국민연금과” (155 페이지 국민연금과) 

TEL：029-232-9166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산노마루 임시청사 1F 

(아카츠카 출장소/츠네즈미 출장소/우치하라 출장소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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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재일 사관/영사관에 「출생 신고」를 제출, 패스포트를 발행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국의 사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3-3-4  태어난 아이의 건강 

(1) 건강 진단 

건강 진단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병은 없는가를 검사하는데 필요합니다. 육아에 

해 고민이나 불안을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진단을 받아서 아이의 성장을 확인합시다. 

반드시 모자 건강 수첩을 가져 갑시다. 

 

표 3-4 건강 진단 

시기 명칭 장소 안내 

1 개월 ―― 출산한 병원 등 ―― 

3 개월~6 개월※ 유아 일반 건강 진단 가까운 의료 기관 자신이 신청한다 

7 개월 7 개월아 건강 진단 보건 센터 시로부터 통지가 온다 

9 개월~11 개월※ 유아 일반 건강 진단 가까운 의료 기관 자신이 신청한다 

1 세 6 개월 1 년 6 개월아 건강 진단 보건 센터 시로부터 통지가 온다 

2 세 2 세아 치과 건강 진단 보건 센터 시로부터 통지가 온다 

3 세 3 세아 건강 진단 보건 센터 시로부터 통지가 온다 

※3 개월~6 개월, 9 개월~11 개월의 건강 진단 

→모자 수첩과 함께 받은 「유아 일반 건강 진단」의 진찰표를 가져 갑니다.(무료로 진찰할 수  

있습니다). 

 

(2) 예방 접종 

병에 한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 예방 접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기가 감염하면 생명과 

관계되는 병도 있습니다. 예방 접종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①정기 접종(무료)… 일본 정부가 접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상이 되는 감염증：4 종 혼합(디프테리아· 백일해·파상풍·폴리오), BCG, 

홍역 풍진 혼합, 소아 폐렴 구균, 히브, 일본 뇌염 

②임의 접종(유료)… 희망하는 사람만 접종 합니다. 비용은 자신이 지불합니다. 

상이 되는 감염증：유행성 이하선염,수두 , 인풀루엔자 등 

 

※정기 접종은 상 연령내에는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항상 가는 소아과와 상담해 계획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읍시다. 

※태어난 날로부터 1 개월 무렵까지는 「예방 접종권」이 도착 합니다. 

※이후에 변경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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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엄마와 아기를 위한 육아 교실 

문의：보건 센터(65 페이지의 3-7 미토시 보건 센터) 

(1) 송사리 교실 

처음으로 육아를 하는 엄마와 아기의 교실입니다. 육아에 관한 정보 교환이나 다른 부모와 

자식과의 교류가 가능 합니다. 3~4 개월의 유아와 부모가 상입니다. 

 

(2) 트라이 이유식 교실 

이유식의 진행방식이나 만드는 방법, 영양에 관한 이야기등을 듣습니다. 이유식의 시식도 

합니다. 5 개월까지의 유아의 부모가 상입니다.。 

 

3-3-6  육아에 관한 상담 

문의：보건 센터(65 페이지의 3-7 미토시 보건 센터) 

(1) 신생아 방문 

처음의 아기가 태어나서 40 일 이내에 조산사가 자택을 방문합니다. 아기의 신체 계측이나 

육아 상담을 실시합니다. 

(2) 안녕하세요. 아기 방문 

4 개월까지의 아기가 있는 가정에 지역에 사는 육아 경험자가 방문해 육아 상담을 실시합니다 

(신생아 방문을 받은 사람을 제외). 

(3) 육아 상담 

육아의 불안이나 고민에 해 보건사에게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의 신체 계측, 영양 상담, 

치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보건 센터(65 페이지 3-7 미토시 보건 센터) 

 

 

 

 

 

 

 

 

 

 

 

 

 

水戸市植物公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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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의료보험에 대해 

일본에는 공적인 의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지불하면 병이나 상처등으로 치료나 수술을 

받았을 때 비용의 30%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끝납니다. 일본에 사는 사람(외국인 시민도 포함)은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 공적 의료보험과는 별도로 보험회사등이 판매하는 민간 의료보험도 있습니다. 

 

3-4-1  공적 의료보험 

공적 의료보험에 들어가면 보험증이 교부됩니다. 의료 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때는 보험증을 가져 

갑니다. 공적 의료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건강 보험 

표 3- 5 건강 보험 

상자 

회사/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 

・고용 조건이나 연령등에 의해 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사업소가 건강 보험에 응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2)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 주십시오 

의료비의 본인 부담 30% 

보험료 
통상, 급료 및 상여로부터 공제됩니다 

・본인의 급료를 기초로 계산해 본인과 사업주가 반씩 부담합니다

수속, 문의 회사/사업소의 사무 담당 

 

 

(2) 국민건강보험 

표 3- 6 국민건강보험 

상자 
(1) 건강 보험이나 (3)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 

의료비의 본인 부담 10~30%(연령등의 조건에 의해 바뀝니다) 

보험료 

자택에 도착된  납세 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지불합니다 

・전년의 소득이나 세  인원수를 기초로 산출해 8 회로 

나누어 지불합니다 

・은행 계좌로부터의 자동이체도 할 수 있습니다 

수속, 문의 

미토시 관공서 “국보 연금과”(155 페이지 국보 연금과) 

TEL：029-232-9526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 산노마루 임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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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  

표 3- 7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 

상자 

75 세 이상의 사람 

(일정한 장해가 있는 사람은 65 세 이상) 

・ 이 연령이 되면 건강 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탈퇴해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 제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료비의 본인 부담 10% 

보험료 

연금으로부터 공제됩니다 

・전년의 소득을 기초로 산출해 6 회로 나누어 지불합니다 

・자택에 도착한  납세 통지서를 사용해 지불하는 경우 

8 회로 나누어 지불합니다(은행 계좌로부터의 자동이체도 

할 수 있습니다) 

수속, 문의 

미토시 시역소 “국보 연금과” 

(155 페이지 국보 연금과) 

TEL：029-232-9528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 산노마루 임시 청사 

 

※의료복지비 지급 제도 

(1)~(3)의 보험에 들어가 있는 이하의 사람에게는 의료비가 조성되는 「의료복지비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통칭 「마루후쿠」). 

・임산부(56 페이지 3-3-1 임신하면)  

・유아, 소아(중학 3 학년까지) (57 페이지 3-3-3 출산하면) 

・모자 가정, 부자 가정 

・중증 심신장해자 등 

 

 

 

 

3-4-2  민간의 의료보험 

민간의 의료보험은 공적 의료보험과 달라 치료를 받았을 때의 의료비는 보험의 상이 아닙니다. 

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했을 경우에 소정의 날짜의 입원에 한정해 입원 급부금이 

지불됩니다. 보상 내용이나 부금 등은 보험회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민간의 

의료보험에는,암보험과 같이 특정의 병을 상으로 한 보험도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미토시 시역소 “국보 연금과”(155 페이지 국보 연금과) 

TEL：029-232-9527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 산노마루 임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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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건강진단 

표 3-8 건강진단의 내용등 

명칭 내용 상 

리프레쉬 건강 진단· ・문진・신체측정・혈압측정 

・소변검사・혈액검사・지방검사

・빈혈검사 

18-39 세 

폐암 검진 ・흉부 X 선 40 세 이상 

결핵 검진 ・흉부 X 선 연도내에 65 세 이상이

되는 분 

간염 바이러스 검진· ・혈액검사 연도내에 40 세가 되는 분 

40 세 이상으로 과거 11 년

이내에 실시하지 않은분 

전립선 암검진 ・혈액검사 50 세 이상의 남성 

장암 검진 ・혈변 반응 검사 40 세 이상 

위암 검진 ・바륨 검사 

・위카메라 검사 등 

40 세 이상 

유방암 검진· ・초음파 검사 등 30-65 나이 

자궁암 검진 ・세포 진단 20 세 이상 

골다공증 검진 ・초음파 검사 등 18 세 이상의 여성 

 

(1) 진찰권 

매년 5 월 1 일의 시점에서 미토시에 주민 등록 되고 있는 사람(69 페이지 

4-1-2-a 주민기본 장/주민표)에게 6 월경 진찰권이 송부 됩니다( 「미토시 암검진등 진찰권」). 

진찰권이 송부 되지 않은 경우는 보건 센터(65 페이지 3-7 미토시 보건 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 

 

(2) 진찰이 가능한 장소 

①보건 센터나 시민 센터(집단으로 진찰)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장소와 날짜를 확인해 주십시오. 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보건 센터(65 페이지 3-7 미토시 보건 센터) 

 

②가까운 병원(개인으로 진찰) 

반드시 사전에 병원에 물어 주세요. 

 

※진찰할 때는 반드시,진찰권과 건강 보험증을 가져 갑니다. 

※어느 건강 진단/검진도 연도내(4 월~다음 해 3 월)에 1 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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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을 받을 때 통역이 필요한 사람은 이바라키현 국제 교류 협회에 상담해 주십시오. 

「의료 통역 써포터」를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상담 센터(이바라키현 국제 교류 협회)→ 168 페이지 4-10 상담 창구에 

 

3-6  인플루엔자 

일본에서는 12~3 월경에 유행합니다. 

 

3-6-1  감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채기나 기침으로부터 감염합니다. 또 문고리나 전기의 스윗치 

등 많은 사람이 만지는 것으로부터 감염하는 일도 있습니다. 

 

3-6-2  예방 대책 

 

・외출 후는 양치질/손씻기를 확실히 한다 

・마스크를 착용한다 

・방의 습도를 유지한다(가습기등을 사용한다)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취한다 

・많은 사람으로 혼잡한 장소를 피한다 

・예방 접종(주사)을 맞는다 

 

※백신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약 2 주간 걸립니다. 그 때문에 유행하기 전(10 월~11 월경)에 

접종 합시다. 

※예방 접종은 유료입니다. 병원 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미토시에서는, 소아(1 세 이상, 13 세 미만)와 고령자(65 세 이상)에게 예방 접종권이 송부 

됩니다(10 월). 예방 접종권을 사용하면 요금이 싸집니다. 자세한 것은 예방 접종권에 써 

있습니다. 

 

 

 

 

 

 

 

 

 

 

  

巨人像「ダイダラボ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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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미토시 보건 센터 

주소：미토시 카사하라쵸 993-13 

TEL：029-243-7311 

지도 3-1 미토시 보건 센터 

 

 

 

 

 

 

 

 

 

 

 

 

 

 

 

 

※택시…… 미토역으로부터 약 15 분 

※버스…… 미토 에키키타구의 버스 타는곳 #6 으로부터 「미토 의료 센터」행을 탄다 

 →“미토 의료 센터”로 내린다 

 또는 

버스 타는곳 #8 으로부터 「센바 순환 하라이자와경유」나 「센바 순환 혼고우 

경유」를 탄다 

→“메디컬센터”에서 내린다 

 

 

 

 

 

 

 

 

 
アナハイム通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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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재류자에게는 「재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재류 자격이“단기 체재”“외교”“공용”이외의 사람 

・재류 기간이 3 개월보다 많은 사람 

・특별 영주자 이외의 사람 

「재류 카드」 

・재류 카드로 「주거지」(살고 있는 주소)이 쓰지 않은 경우 반드시, 

미토시 시역소로 「주거지의 신고」의 수속을 해 주십시오. 

   미토시 시역소“시민과” 

TEL：029-232-9156 →155 페이지 시민과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 산노마루 임시 청사 

・재류 카드는 항상 휴 할(가지고 다닐) 의무가 있습니다. 

4  생활 

4-1  행정 

4-1-1  입국관리국 

일본에 도착한 외국인은 공항 또는 해항에서 상륙 심사를 받습니다. 상륙의 허가가 나오면 

패스포트에 증인이 찍힙니다. 증인에는 재류 자격과 재류 기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체제중, 이하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표 4- 1 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 

수속 내용 

재류 기간 갱신 재류 기간을 넘어 재류하고 싶을 때 

재류 자격 변경 재류 자격을 변경해 재류하고 싶을 때 

자격외 활동 허가 재류 자격 이외의 활동을 실시하고 싶을 때 

재입국 허가 일반적으로, 외국에 여행해하고 다시 같은 재류 목적으로 입국할 

때 

※출국으로부터 1 년 이내＆재류 기간중에 재입국하는 경우는 

수속이 필요 없습니다( 「단기 체재」하는 사람, 재류 기간이 

3 개월 이하의 사람은 

 상외)  

재류 자격의 취득 일본에서의 출산이나  일본국적의 이탈(상실)에 의해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재류할 때 

((표)는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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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의 계속) 

수속 내용 

영주 허가 일본에 영주 하고 싶을 때 

그 외 ・이름/성별/국적/지역의 변경이나 정정이 있을 때  

→결혼한 사람 등 

 

・소속 기관(회사나 학교등)이 바뀔 때 

・소속 기관의 이름이나 주소가 바뀔 때 

・소속 기관과의 계약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할 때 

※일본에서 일하는/배우는 것이 가능한 비자가 있는 사람 

 

・이혼했다./배우자가 죽었을 때 

→배우자로서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 재류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둑맞았거나, 부셨거나, 많이 

더럽혔을 때 

 

 

표 4-2 입국관리국 일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토쿄입국 관리국 (우)108-8255  토쿄도 미나토구 강남 5-5-30

  

03-5796-7111 

 

(미토 출장소) (우)310-0803 이바라키현 미토시 죠난 2-9-12

제 3 프린스 빌딩 1 층  

029-300-3601 

 

(나리타 공항 

지국) 

(우)282-0004  치바현 나리타시 후루고메아자

후루고메 1-1 

 나리타 국제 공항 제 2 여객

터미널 6 층 

0476-34-2222 

 

(하네다 공항 

지국) 

(우)144-0041 토쿄도 오타구 하네다 공항 

(우)144-0041 2-6-4 

하네다 공항 CIQ 동 

03-570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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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4- 1 토쿄 입국관리국 

 

 

 

 

 

 

 

 

 

 

 

 

 

 

지도 4-2 토쿄 입국관리국 미토 출장소 

 

 

 

(1) 입국/재류에 관한 문의 

인포메이션 센터 

평일 8:30am-5:15pm (휴일：토요일, 일요일, 축일, 연말연시)  

TEL：0570-013904 (IP, PHS, 해외/03-5796-7112)  

언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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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 관리 제도에 해(입국관리국 HP) 

일본어：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index.html 

영어：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en/index.html 

중국어(약자체)：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zh-CN/index.html 

중국어(번체자)：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zh-TW/index.html 

한국어：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ko/index.html 

스페인어：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es/index.html 

포르투갈어：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pt/index.html 

 

(3) 재류 카드에 해(입국관리국 HP)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index.html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아라비아어, 벵골어, 버마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두어, 인도네시아어, 라오스어, 말레이지아어, 몽고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이어, 티벳어, 터키어, 우르두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4-1-2  시역소 

4-1-2-a  주민기본대장/주민표 

주민기본 장에 등록되면 일본인과 같이 「주민표」가 작성되어 당신의 주소나 세 의 구성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서(=“주민표의 사본”)가 필요한 때는 재류 카드나 패스포트를 

가지고 시역소의 「시민과」에 갑시다. 

 

이하의 사람이, 「주민기본 장」에 등록됩니다. 

・중장기 재류자 (66 페이지 4-1-1 입국관리국) 

・특별 영주자 

・일시 비호 허가자(입관법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호되어 일본에 있는 사람) 

・가체재 허가자(난민 인정 신청에 의해 임시로 체재가 허가되고 있는 사람) 

・출생에 의한 경과 체재자(태어나서 60 일 이내의 아기) 

・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 체재자(일본의 국적을 잃고 60 일 이내의 사람) 

 

※「외국인 등록제도」는, 2012 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미토시 시역소 “시민과”(155 페이지 시민과) 

TEL：029-232-9156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 산노마루 임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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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b  인감과 「인감 등록」 

인감이란  싸인 신에 사용하는 스탬프입니다. 인감을 찍는다= 「 나는 승낙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본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에 인감이 필요합니다. 

 

(1) 인감의 종류 

인감 도장 집이나 차 등 고액의 매매를 할 때 등에 사용합니다.  시역소에서「인감 등록」

((2) 인감 등록을 본다)를 끝마친 인감 =「인감 도장」입니다. 

 

은행인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에 사용합니다. 

 

확인인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택배우편의 수취나 회사에서의 수속 등). 

 

3 종류(인감 도장·은행인·확인인)의 인감이 있으면 방범에 유효합니다. 그러나 1 개의 인감을 

전부의 용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인감 등록 

・시역소에 인감을 가지고 가서 자신만의 인감을 등록하는 것. 등록하면 인감 등록증(카드)이 

발행됩니다. 

・시청에 인감 등록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인감증명서가 발행됩니다. 집이나 차의 매매 등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필요합니다. 

 

① 조건 

・주민기본 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69 페이지 4-1-2-a 주민기본 장/주민표) 

・15 세 이상의 사람 

・인감이 한 변 8~25 mm 의 정방형에 들어가는 것(고무제의 인감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②필요한 것 

・재류 카드(또는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패스포트 

 

 

 

 

※인감을 만들고 싶은 경우는 전문 가게에 갑니다. 인터넷의 지도 검색으로, 「미토 인감」

이라고 입력하면 다양한 가게의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은 가게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토시 시역소“시민과”  

TEL：029-232-9156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 산노마루 임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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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큰 홈 센터등에서 만들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1-2-c  건강 보험 

일본에서는 주민기본 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69 페이지 4-1-2-a 주민기본 장/주민표)은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의료보험이란 병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 

경제적인 부담이 가볍게 되도록 평상시부터 모두 돈을 함께 내는 제도입니다. (61 

페이지 3-4 의료보험에 해) 

 

4-1-2-d  연금 

연금에는 주로 3 종류가 있습니다. 

(1) 20 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2) 취직하면 

「후생연금」또는 「공제 연금」으로 바뀝니다 

(후생연금：회사나 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 

(공제 연금：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 

다만 

・후생연금에 응하고 있지 않는 회사/사업소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계속합니다. 

・아르바이트/파트에서 취업 시간등이 적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계속합니다. 

 

(3) 지불되는 내용 
표 4- 3 「국민연금」(기초 연금) 

노령 기초 연금 
보험료를 25 년 이상 납부한 사람(가입자)에게, 

65 세부터 돈이 지불됩니다 

장해 기초 연금 
사고나 병으로 장애자가 된 사람(가입자)에게, 

돈이 지불됩니다 

유족 기초 연금 
사고나 병으로 사망한 사람(가입자)의 유족에게, 

돈이 지불됩니다 

※25 년간의 납부를 60 세까지 완료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탈퇴(그만두는 것)할 수 있습니다. (예：36 세에 일본에 온 사람 등) 

※「사회 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 

→일본에서 납부한 보험료가 모국의 연금에 가산됩니다. 

(독일·영국·한국·미국·벨기에·프랑스·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네델란드·체코·스페인·아일랜

드·브라질·스위스·헝가리/2014 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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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4 「후생연금」 

노령 후생연금 65 세부터, 기초 연금에 가산해 지불됩니다 

장해 후생연금 
사고나 병으로 장애자가 된 사람(가입자)에게, 

기초 연금에 가산해 지불됩니다 

유족 후생연금 
사고나 병으로 사망한 사람(가입자)의 유족에게, 

기초 연금에 가산해 지불됩니다 

 

 

표 4- 5 「공제 연금」 

퇴직 공제 연금 65 세부터, 기초 연금에 가산해 지불됩니다 

장해 공제 연금 
사고나 병으로 장애자가 된 사람(가입자)에게, 

기초 연금에 가산해 지불됩니다 

유족 공제 연금 
사고나 병으로 사망한 사람(가입자)의 유족에게, 

기초 연금에 가산해 지불됩니다 

 

(4) 국민연금/후생연금의 「일시 탈퇴금」  

일본에 체제중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 

→일본을 출국 후 2 년 이내에 수속을 하면 돈이 지불됩니다 

※자세하게는 일본 연금 기구의 HP 를 봐 주세요. 연금을 수급할 때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http://www.nenkin.go.jp/n/www/service/detail.jsp?id=3745 

(영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타이어, 

베트남어) 

 

 

 

 

4-1-2-e  결혼 

(1) 결혼하려면  양쪽 나라의 법률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나라와 결혼상 의 

나라의 결혼의 법률을 확인합시다. 

일본의 결혼의 조건 

・남성은 18 세 이상, 여성은 16 세 이상 

・19 세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양쪽 모두가 독신(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있지 않다) 

・여성이 재혼하는 경우, 이혼의 날로부터 6 개월이 지나고 있다(일본인이나 외국인도) 

・근친자끼리는 않된다 

미토시 시역소“국보 연금과” 

TEL：029-232-9529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 산노마루 임시 청사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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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속의 장소(본적지/거주지)나 국적에 의해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반드시 수속을 하는 

으로, 시역소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의 예 

・혼인신고, 인감 

・(일본인) 호적 등본, 주민표의 사본 

・(외국인)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출생 증명서…재일 사관/영사관에 물어 주십시오 

・(외국인) 재류 카드, 패스포트 등 

 

(3) 서류를 준비해 시역소에 제출합니다. 

(4) 외국인은, 자신의 나라의 결혼의 수속을 합니다(방법은, 재일 사관/영사관에 물어 

주십시오) 

 

※재류 자격을 「일본인의 배우자등 」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입국관리국에 상담해 주십시오. 

(→66 페이지 4-1-1 입국관리국) 

 

 

 

 

4-1-2-f  이혼 

이혼하려면 양쪽 모두 나라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또 어디(본적지/거주지)에서 수속을 할까에 

의해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반드시 수속을 하고 싶은 시역소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1) 필요한 서류의 예：일본의 수속(시역소) 

・이혼신고 

・(일본인) 호적 등본, 주민표의 사본 등 

・(외국인) 재류 카드, 패스포트 등 

 

(2) 필요한 서류의 예：모국의 수속(재일 사관/영사관) 

・이혼신고 수리 증명서···시역소에서 수속할때에 발행을 의뢰한다 

 

(3) 일방적인 이혼을 막기 위해서 
미토시 시역소“시민과”에 「불수리신출서」를 제출하면 상 가 마음 로 이혼신고를 제출해도  

수리되지 않습니다(6 개월 사이).  

미토시 시역소 “시민과” 

TEL：029-232-9156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 산노마루 임시 청사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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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부가 이혼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조정 이혼」 「심판 이혼」 「재판 이혼」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므로, 우선 상담합시다. 

외국인 상담 센터 (이바라키현 국제 교류 협회)(168 페이지 4-10 상담 창구) 

 

4-1-2-g  출생/사망 

(1) 아이가 태어나면 아래와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출생 신고」수속을 한다(시역소, 14 일 이내) 

필요한 것   출생 신고서/출생 증명서/인감/모자 건강 수첩/건강 보험증/재류 카드나 

패스포트 

・일본국적을 가지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 재류 자격을 취득한다(입관관리국, 30 일 이내). 

・자신의 나라의 수속을 한다(재일 사관/영사관에 물어 주십시오). 

※자세하게는 57 페이지 3-3-3 출산하면에 

 

(2) 가족이 사망하면 아래와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망 신고」의 수속을 한다(시역소, 7 일 이내). 

 필요한 것  사망 신고서/사망 진단서/인감/재류 카드나 패스포트 

・외국적의 경우, 「재류 카드」를 돌려준다(입국관리국, 7 일 이내). 

・외국적의 경우, 본국의 수속을 한다(재일 사관/영사관에 물어 주십시오). 

 

 

 

 

4-1-2-h  학교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하는 경우는 미토시 시역소에서 수속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하는 경우는 이바라키현 고교 교육과에 물어 주십시오. 

※자자자자자 146 페이지 4-3-3 교육에. 

 

4-1-3  세금 

시민이 납입하는 세금은 주로 이하의 4 종류입니다. 

(1) 소득세 (2) 주민세 (3) 소비세 (4) 자동차세/경자동차세 

미토시 시역소“시민과” 

TEL：029-232-9156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 산노마루 임시 청사 1 F 

미토시 시역소“시민과” 

TEL：029-232-9156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 산노마루 임시 청사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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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a 소득세(나라에 납입하는 세금) 

소득이란 당신이 손에 넣은 이익/벌이입니다(일로 번 돈 등). 

(1) 상 

일본에 살며 소득이 있는 사람 

 

(2) 금액 

 

 

 

 

 

 

 

(3) 납세 방법 

부분의 경우 회사가 일본의 법률에 근거해 매월의 임금으로부터 조금씩 소득세를 빼내어 

나라에 납입합니다(= 「원천징수」). B 의 금액을 알 수 있는 것은 1 년의 최후이므로 마지막에 

올바른 소득세를 계산해 조정합니다. 

→회사가 빼낸 금액＞올바른 금액 … 돈이 돌아옵니다. 

→회사가 빼낸 금액＜올바른 금액 … 부족한 분을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 계속해 1 년 이상 체재하는 사람만) 

 

 

 

 

 

 

 

 

 

 

(4) 소득공제액 

당신의 소득 중에서“세금이 붙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이 붙지 않는 부분”이 증가합니다. 즉 납입하는 세금이 적게 됩니다.。 

예를 들면, ①생명보험료나 지진 보험료를 지불했다 

②사회보험료(건강 보험, 개호보험, 연금 보험)를 지불했다 

A：당신의 1 년간의 소득(매년 1 월 1 일~12 월 31 일) 

소득세 =(A ?  B)× 세율 

세율：5%~45%…소득금액에 의함 
(세율···2015 년현재) 

B：：세금이 붙지 않는 돈(= 「소득공제액」) 세금으로 드는 돈 

1 월 1 일～12 월 31 일 사이에 임금을 

한개의 회사/사업주로부터 받은 경우合
あい

 

↓ 

회사에서「연말조정」을 합니다 

 

시기：같은 해의 12 월 

방법：회사에서 용지를 나눠주면 기입해

주십시오 

1 월 1 일～12 월 31 일 사이에 임금을 

2 개 이상의 회사/사업주로부터 받은 경우 

（해외의 소득도 포함 합니다…영주자만）

↓ 

스스로「확정신고」을 합니다 

시기：다음에 2 월～3 월 

방법 ： 확정 신고 회장에서 수속을 해 

주십시오상세하게는 세무서에 물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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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아내나 남편의 1 년간의 소득이 38 만엔 이하  

④아내나 남편 외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⑤의료비가 많이 들었다···등 

 

다만 영수증(⑤)이나, 「공제 증명서」(①＆②)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증명서」는, 1 년의 

최후(10 월 이후)에 집에 송부 됩니다. 연말조정이나 확정신고때에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지도 4-3 미토 세무서 

 

 

 

 

 

 

 

 

 

 

 

 

 

4-1-3-b  주민세(도도부현이나 시읍면에 납입하는 세금) 

(1) 상 

1 월 1 일의 시점에서 「외국인등록증명서」또는 「재류 카드」의 주소가 미토시의 사람 

(2) 금액 

전 해의 당신의 소득금액(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3) 납세 방법 

같은 해의 6 월에 「납세 통지서」가 1 년분 송부 됩니다. 

(1 년분의 지불은 4 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 회 전부 지불합니다) 

미토 세무서 

TEL：029-231-4211(자동 음성)

→ #1 전화 상담 센터 

→ #1 소득세 

주소：미토시 키타미쵸 1-17 

(미토역으로부터 도보 15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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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통지서」를 은행등의 금융기관이나 편의점에 가지고 가서 돈을 지불합니다. 

주의   마감일을 지나면 연체금이 붙어 지불하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4) 자신의 은행 계좌로부터 자동적으로 지불 되도록 하고 싶은 경우 

→은행의 창구에 가서 신청해 주십시오. 

가져갈 것：「납세 통지서」, 은행 「통장」, 은행에 등록한 「인감」 

 

(5) 일본으로부터 출국하게 되었을 경우 

→시민세과에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아래에 써 있습니다 

(시·현민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불할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하고 있는 사람은…시·현민세가 회사의 급여로부터 직접 빠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명세에 「시민세」 「주민세」등이라고 써 있으면 회사가 1 년분의 시·현민세를 12 회에 

나누어(6 월~내년 5 월) 매월의 급여로부터 뺍니다. 그 때문에, 스스로 지불하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4-1-3-c  소비세 

「소비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금을 지불할 때에 모든 사람이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지금의 

법률에서는 소비세는, 금의 8%입니다. (세율은 2015 년 현재) 

 

(1) 가격 표시 방법은  2 종류가 있습니다 

（예） 금 100 엔 ＋ 소비세 8 엔의 경우 

①세금을 포함한 표시(실제로 지불하는 금액：108 엔) 

→108 엔(세금 포함) 

②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표시(실제로 지불하는 금액：108 엔) 

→100 엔(세금 별도) 

→100 엔＋세 

→100 엔(본체 가격) 

→100 엔 「당점의 가격은 모두 세금 별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토시 시역소“시민세과” 

TEL：029-232-9138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 산노마루 임시 청사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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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d  자동차세/경자동차세 

자동차세/경자동차세란 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나 차의 「소유자」·「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차량검사증」으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확인합시다. 4 월 1 일의 시점에서 차량검사증으로 인쇄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1 년에 1 회 납세 통지서가 전달 됩니다(납세 통지서=세금을 지불할 때에 

필요한 서류). 만약 당신에게 납세 통지서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이나 편의점 등에 가서 

세금을 지불합시다. 마감은 매년 5 월의 마지막입니다. 

 

표 4-6 자동차의 납세 통지에 해 

소유자 사용자 납세 통지서가 오는 곳 

당신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음 당신에게 송부 됩니다. 

론을 계약한 가게 당신 당신에게 송부 됩니다 

다른 사람 당신 소유자에게 송부 됩니다 

다른 사람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음 소유자에게 송부 됩니다 

 

주의 마감일을 지나면 연체금이 들어 지불하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자동차세에 해(트럭·등록번호표가 흰 차) 

TEL：029-221-6768／현세 사무소 

경자동차세에 해(오토바이·스쿠터·등록번호표가 노란 차 등) 

TEL：029-232-9138／미토시 시역소 「시민세과」 

 

 

 

 

 

 

 

 

 

 

 

 

 

  

千波湖と偕楽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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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속 

4-2-1  주택 

일본에서 주택을 찾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개소」에 갑니다. 

※부동산 소개소=주택/점포/토지등의 임 나 매매를 취급하는 회사.   

（부동산 소개소를 인터넷으로 찾고 싶다 

→지도 검색으로 예를 들면 미토 임  부동산 소개소”라고 입력한다） 

 

4-2-1-a  임대 주택(주택을 빌린다) 

(1) 주택을 찾을 때, 특히, 이하와 같은 조건에 주의합시다. 

・매월의 집세 

・ 보증금(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입니다. 해약할 때에 돌아옵니다. 다만 방을 

더럽히거나 파손했을 경우 등은 수리 금이 정산되는 일이 있습니다. ) 

・사례금(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돈입니다. 보증금과 달라 해약할 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 

・관리비/공익비(쓰레기 버리는 곳이나 복도 등 공용 부분의 수선에 사용됩니다) 

・역/버스정류장으로부터의 거리 

・차가 있는 경우 →주차장은 있는가? 요금은?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 →애완동물의 사육은 허가되고 있는가?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 경우 →악기의 연주는 허가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경우 →동거는 허가되고 있는가? 

・창의 방향 

동：햇빛이 아침에 들어옵니다 

서：햇빛이 저녁에 들어옵니다 

남：햇빛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북：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건물이 햇빛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 로 페인트 칠을 하거나 벽에 못을 치거나 개조하는 것 등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주택의 사용법이나 수리에 해서 미리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확인합시다.  

※통상 가구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합니다.  

 

(2)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집세×5~6 개월 분의 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입니다. (시세=집세×0~3 개월 분 ) 

사례금：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돈입니다. (시세=집세×0~1 개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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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부동산 소개소에의 수수료입니다. (시세=집세×1 개월 분 ) 

전집세：입주하는 달과 다음달의 집세. (시세=집세×1~2 개월 분 ) 

화재보험료(2 만엔 정도)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 카드, 주민표의 사본, 수입 증명서, 인감등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주민표의 사본=자세하게는 69 페이지 4-1-2-a 주민기본 장/주민표에） 

※계약기간은, 통상 2 년간입니다. 

・갱신할 때：수속을 실시하고 갱신료(시세=집세×1~2 개월 분 )를 지불합니다. 집세가 

인상되는 일도 있습니다. 

・해약할 때：반드시 이사의 1 개월 전까지 집주인/관리 회사에 연락합니다. 

 

(3) 연  보증인 

당신이 집세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 신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통상 부모나 

친족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부탁할 수 있는 상 가 없는 경우 등 유료로 연  보증인 

회사에 부탁할 수 있도 있습니다. 

 

4-2-1-b  공적 주택 

주택이 곤란해 있는 사람을 위해 현/시/공공 기업등이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신청하려면  

세세한 조건(재류 자격/월수/동거인등)이 있어 심사하여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희망자가 

많을 때는 추첨이 됩니다. 

(1) 현영주택 

정기 모집：1 년에 4 회(4 월, 7 월, 10 월, 1 월)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수시 모집：빈 방이 있는 경우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하게는 이바라키현 주택 관리 센터(TEL：029-226-3350)에. 

(2) 시영 주택 

수시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시청의 주택과(TEL：029-232-9200)에. 

(3) UR 임  

홈 페이지로부터 희망에 맞는 물건을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ur-net.go.jp/sumai/ 

 

4-2-1-c  방에 대해 

(1) 방의 종류 

일본식 방=다다미 방 

양실=카페트 또는 플로어링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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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의 넓이 

방의 넓이는, 「畳（다다미）」또는 「帖（첩）」을 단위로 합니다. 

1 畳（다다미）/1 帖（첩）= 1.65 ㎡입니다. 

따라서 6 畳（다다미）/6 帖（첩）=9.9 ㎡, 7 畳（다다미）/7 帖（첩）=11.55 ㎡, 8 畳（다다미）

/8 帖（첩）=13.2 ㎡···등이 됩니다. 

(3 방 배치 

L=거실(Living room) 

D=식당(Dining space) 

K=부엌(Kitchen)  

 

예）1 LDK, 1 K, 3 DK, 1LDK 등이라고 표시됩니다. 숫자는 방의 수입니다. 

1LDK = 방 1 개＋거실·식당·부엌이 연결된 방 1 개 

1K = 방 1 개＋부엌 

3DK = 방 3 개＋식당·부엌이 연결된 방 1 개 

 

4-2-1-d  이사에 대해 

(1) 이사 업자 

업자 마다 요금이 다르므로 복수의 업자에게 견적의 작성을 의뢰하면 좋을 것입니다. 짐의 

포장, 새 주택에의 운반, 가구의 배치 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짐이 적은 경우는 

차만 렌트카로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이사의 쓰레기 

이하의 물건은 쓰레기 두는곳에 버리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젼,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컴퓨터 

※버리는 방법에 해 자세하게는 95 페이지 4-2-7 쓰레기·재활용에 

 

(3) 수속(이사 전) 

전기, 가스, 수도：지금의 주소와 새로운 주소의 관할의 영업소에 전화로 연락합니다(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삿날). 

 

 

 

 

 

 

 

 

 

 

미토시의 경우 

전기…토쿄 전력 이바라키 고객 센터, 월~토 9am-5pm 

TEL：0120-995-331(프리 다이얼) 

   029-387-5056(프리 다이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유료) 

가스…동부 가스 이바라키 지사 8:30am-5pm 

TEL：029-231-2241 

수도…미토시 수도부 손님 접수 센터, 월~금 8:30am-5:15pm 

TEL：029-23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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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전화：NTT(TEL 116 또는 0120-116000)에 전화로 연락합니다. 

우편：우체국에서 이전신고에 기입합니다.  이전의 주소앞으로의 우편물을 1 년간 새로운 

주소에 보내 줍니다. 

시역소：미토시로부터 다른 시읍면/해외에 가는 경우 「전출」의 수속을 합니다. (전출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4) 수속(이사 뒤) 

시역소：미토시 중에서 이사했을 경우는 「이사」의 수속을 합니다. 

해외나 다른 시읍면으로부터 미토시로 이사했을 경우는, 「전입」의 수속을 합니다 

(모두, 이사로부터 14 일 이내) 

 

※수속에는 재류 카드/패스포트/호적 등본(초본)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휴 전화/인터넷의 프로바이더/크레디트 카드/은행/자동차 운전 면허증 등의 주소 변경의 

수속도 잊지 않고 실시합시다. 

 

4-2-2  수도 

4-2-2-a  사용의 개시 

(1) 새로운 집에서 처음으로 수도를 사용한다 

・「수도 사용 개시 신청서」에 기입해 주십시오. 

(새로운 집의 실내/우체통/문 부근에 있습니다) 

・「수도 사용 개시 신청서」와 함께 전용의 봉투가 있으므로 그것을 사용해 포스트에 넣어  

주십시오. 

・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나 「 수 도  사용 개시 신청서」가 없는 경우는 이하에 연락해 

주십시오. 

 

 

 

 

 

미토시 시역소“시민과” 

TEL：029-232-9156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 산노마루 임시 청사 1 F 

미토시 수도부“요금과”손님 접수 센터 

TEL: 029-231-4111 

월요일~금요일 8:30am-6pm 

제 1· 제 3· 제 5 토요일 8:30am-12pm 

미토시 시역소“시민과” 

TEL：029-232-9156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 산노마루 임시 청사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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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가 정비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각가정의 부엌, 목욕탕, 화장실등에서 나온 오염된 물은 

공공의 하수관을 통해 처리장에 모아져 처리되어 깨끗한 물이 됩니다. 

 

4-2-2-b  요금의 지불 

수도요금은 기본요금＋사용량의 요금입니다. 2 개월에 1 회 미터의 검침이 있어 거기에 따라 

요금이 청구 됩니다. 하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용한 물의 양의 분만큼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요금과 함께 청구 됩니다. 

 

(1) 지불 방법 

・자동 지불(은행 계좌 또는 크레디트 카드) 

・수도부로부터 도착하는 납입 통지서를 사용해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지불한다 

 

4-2-2-c  누수 

연락처：미토시 수도부“급수과”누수 방지계(TEL: 029-231-4112) 

 

(2) 공영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현영 주택 → 이바라키현 주택 관리 센터(TEL: 029-226-3300) 

시영 주택 → 시청 주택과(TEL: 029-244-2914) 

 

4-2-2-d  겨울의 동결 방지 

기온이 영하(0℃이하)가 되면 수도관의 물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거나/파열등의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보온재료(발포스티롤, 골판지, 모포등)를 사용해 수도관이나 미터를 

보호합시다. 

특히 이하의 경우에 주의해 주십시오. 

・수도관이 밖으로 들어나 있다. 

・수도관이나 미터기가  자주 바람에 노출/응달에 있다/북쪽에 있다 

・매우 추운 밤 

만약 망가졌을 때는 미토시 수도부“급수과”(Tel 029-231-4112)에 연락해 주십시오. 

 

 

 

 

 

 

 

미미미 허가를 받아 전재 

그림 4- 1 수도관과 미터기의 보호 

발포 스치롤을 어서 

주위를 비닐 테이프로 감는다. 벨브 미터기 

얼지않는 수도꼭지 

상자 

발포스치롤 

발포스치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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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e  사용의 정지 

이사로 수도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하에 연락해 주십시오. 

전기요금의 청산 방법을 결정합니다. 

・정지하는 날에 직원이 자택에 와 정산 

・새로 이사한 집에 납부서를 우송 

・자동 지불(=자동이체)의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은행 계좌로부터 빠져나감. 

 

4-2-3  전기 

4-2-3-a  사용의 개시 

새로운 집에서 처음으로 전기를 사용한다 

이하의 조작을 해 주십시오. 

※다만,「에코 큐트」나 「전기 온수기」등의 설비가 있는 경우는 먼저 도쿄 전력에 연락해 

주십시오. 작업원의 입회(=집에 오는 것)가 필요합니다. 

①암페어 브레이커의 스윗치를, 「절/OFF」→「입/ON」로 한다 

②누전 차단기의 손잡이를, 「절/OFF」→「입/ON」로 한다 

③배선용 차단기의 손잡이를, 「절/OFF」→「입/ON」로 한다 

조작해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도쿄 전력에 연락해 주십시오. 

 

 

 

 

 

 

 

 

 

 

 

 

 

 

동경전력의 허가를 받아 이전         

① ② ③ 

미토시 수도부“요금과”손님 접수 센터 

TEL: 029-231-4111 

월요일~금요일 8:30am-6pm 

제 1· 제 3· 제 5 토요일 8:30am-12pm 

도쿄 전력 이바라키 고객 센터 

TEL: 0120-995-331 또는 029-387-5056 

FAX: 0120-995-399 

월요일~토요일 9am-5pm 

분전반(통상, 벽의 높은 곳에 설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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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가 개통되면 

・「전기 사용 개시 수속서」에 기입해 주십시오. (새 집의 실내/우체통/문 부근에 있습니다) 

・「전기 사용 개시 수속서」와 함께 전용의 봉투가 있으므로 그것을 사용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전기 사용 개시 수속서」가 없는 경우, 이하에 연락해 주십시오. 

 

 

 

 

 

(2) 전기의 용량 

당신의 집에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용량은 암페어 브레이커의 색으로 알수 

있습니다. 

표 4- 7 색과 전기의 용량 

색 빨강 핑크 노랑 초록 회색 갈색 보라 

용량 10A 15A 20A 30A 40A 50A 60A 

（토쿄 전력의 경우） 

표 4- 8 일반적인 전기 제품의 암페어 

 

 

 

 

 

 

 

 

 

 

덧붙여 미토시내의 전기는 100V / 50 Hz 입니다. 이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 주십시오. 

（서일본에서는 100V / 60 Hz 입니다） 

 

4-2-3-b  요금의 지불 

요금은 「기본요금＋사용량」의 요금입니다. 매월 미터의 검침이 있어 거기에 따라 요금이 청구 

됩니다. 지불 방법은 2 종류입니다. 

・자동 지불(은행 계좌 또는 크레디트 카드) 

・도쿄 전력으로부터 도착하는 납입 통지서를 사용해,은행이나 편의점에서 지불한다 

※기본요금은 계약하고 있는 전기의 용량(암페어) 에 따라 다릅니다. 

에어콘(난방) 전원을 넣었을 때：20 A, 통상：6.6A 

에어콘(냉방) 전원을 넣었을 때：14 A, 통상：5.8A 

전자 렌지 15A 

다리미 14A 

IH 밥솥(5.5 합) 13A 

헤어-드라이어 12A 

청소기 강：10 A, 약：2A 

냉장고(450 L) 2.5A 

텔레비젼(액정 42 inch) 2.1A 

도쿄 전력 이바라키 고객 센터 

TEL: 0120-995-331 또는 029-387-5056 

FAX: 0120-995-399 

월요일~토요일 9am-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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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c  사용 정지 

이사로 전기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하에 연락해 주십시오. 

전기요금의 정산 방법을 결정합니다. 

・정지하는 날에 직원이 자택에 와 정산 

・새 집에 납부서를 우송 

・ 자동 지불(=자동 이체)의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은행 계좌로부터 빠져 

나간다. 

 

4-2-4  가스 

4-2-4-a  가스의 타입 

일본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주로 이하의 2 개입니다.   

(1) 도시가스 

지하의 가스관을 통해서 각가정에 공급됩니다. 

(2) LP 가스 

가스가 들어간 봄베를 업자가 자택까지 배송합니다. 

(도시가스와 LP 가스는 성분이 다릅니다) 

※어느 쪽의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주택 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던 기기(곤로, 스토브등)를 그 로 LP 가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품의 교환이 필요합니다. 이사때는 주의합시다. 

※도시가스에는 13 종류 있습니다(미토는 “13 A”입니다). 반드시, 13 A 전용의 기기를 사용해 

주. 십시오.가스의 종류와 기기가 맞지 않으면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의 원인이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동부가스의 허가응 얻어 이전  

그림 4- 2 미토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의 표시 

도쿄 전력 이바라키 고객 센터 

TEL: 0120-995-331 또는 029-387-5056 

FAX: 0120-995-399 

월요일~토요일 9am-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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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b  사용 개시 

새 집에서 처음으로 가스를 사용한다 

①도시가스 

・ 처음으로 사용할 때는 전문의 관계자가 실시합니다(자신이 할 수 없습니다). 희망하는 

작업일의 약 1 주일전까지 연락해 예약해 주십시오. 

・작업에는 입주자도 입회할 필요가 있습니다.·작업 날은 사용하고 싶은 가스 기기를 모두 

준비해 주십시오. 관계자가 접속합니다. 

 

 

 

②LP 가스 

・임  주택의 경우는 담당하는 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소 또는 집주인에게 

업자의 연락처를 물어 주십시오. 

 

4-2-4-c  요금의 지불 

(1) 도시가스 

요금은 「기본요금＋사용량」의 요금입니다. 매월 미터의 검침이 있어 거기에 따라 요금이 

청구 

됩니다. 지불 방법은 2 종류입니다. 

・자동 지불(은행 계좌 또는 크레디트 카드) 

・동부 가스로부터 도착하는 납입 통지서를 사용해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지불한다 

(2) LP 가스 

임  주택의 경우는 담당하는 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소 또는 집주인에게 

업자의 연락처를 물어 주십시오. 

 

4-2-4-d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한다 

・곤로나 스토브를 사용할 때, 환기를 한다. 

・가스의 개폐 장치는 사용하는 때만 연다. 

(사용하지 않을 때 외출할 때 잘 때 등은 개폐 장치를 잠근다) 

・가스 기기나 환기팬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경보기를 설치한다. 
※가스 회사에 의한 정기적인 기기의 점검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내의 엽서등이 오면 

 작업의 일시를 예약해 주십시오. 

 

동부가스 이바라키지사 

TEL：029-23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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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e  가스 누출 

가스 누출이 있으면 가스가 냄새가 납니다. 

・곧바로 창이나 문을 연다. 

도시가스/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밖에 나갑니다 

프로판 가스/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빗자루 등으로 밖으로 향해 쓸어 낸다 

・가스의 개폐 장치를 닫는다. 

・라이터, 성냥, 담배등의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폭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나 환기팬의 스윗치에 손 지 않는다(폭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스 회사에 전화한다. 

 

4-2-4-f  사용 정지 

기기의 제거는 전문 관계자가 실시합니다(자신이 할 수 없습니다). 희망하는 작업일의 약 

1 주일전까지 연락해 예약해 주십시오. 작업에는 살고 있는 사람도 입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도시가스 
동부 가스 이바라키 지사 TEL: 029-231-2241 

 

②LP 가스 

계약하고 있는 업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4-2-5  전화·전보·인터넷 

4-2-5-a  전화 

(1) 전화번호의 구조시외 국번   시내 국번   계약자 번호 

市
し

外
がい

局
きょく

番
ばん

   市
し

内
ない

局
きょく

番
ばん

   契
けい

約
やく

者
しゃ

番
ばん

号
ごう

 

□□   － ○○○○ － △△△△ 

□□□  － ○○○  － △△△△ 

□□□□ － ○○   － △△△△ 

 

미토시의 시외 국번은, 「029」입니다. 

예를 들어 미토시 국제 교류 센터의 전화번호 029-221-1800 입니다. 

    

 

 

  

029   －  221   －  1800 
시외국번    시내국번     계약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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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 전화나 PHS, IP 전화의 전화번호는 「090」 「080」 「070」 「050」으로 시작됩니다. 

①휴 전화 090－○○○○－△△△△、080－○○○○－△△△△、 

070－○○○○－△△△△ 등 

②PHS   070－○○○○－△△△△ 

③IP 전화  050－○○○○－△△△△ 

 

(3) 국내 전화 거는 방법 

①고정 전화（시내）→고정 전화（시내） 

○○○・△△△△ 와 다이얼/(예)「221-1800」 

 

②고정 전화(시외) → 고정 전화(시내) 또는, 

휴 전화·PHS·IP 전화 → 고정 전화(시내·시외) 

029・○○○・△△△△ 와 다이얼/(예) 「029-221-1800」 

 

③고정 전화(시내) → 고정 전화(시외) 또는, 

고정 전화(시내·시외) → 휴 전화·PHS·IP 전화 

□□□・○○○・△△△△ 와 다이얼 

 

(4) 국제전화의 거는 방법 

전화 회사의 식별 번호－ 010 －국 번호－시외 국번－전화번호 

 

예를 들면 미국의 뉴욕에 걸 때 

XXX － 010 －   1   －    212     －     123－4567   

 

 

  

 

 

 

(5) 공중 전화 

역이나 공공 시설에 녹색이나 회색의 공중 전화가 있습니다. 

10 엔이나 100 엔의 동전을 넣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카드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일본의 전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외의 전화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제전화를 걸 수 없는 공중 전화도 있습니다. 

전화회사의 식별번호 

NTT ･･･0033 
KDDI･･･001 
소프트뱅크 텔레콤･･･0041 

상 국내의 시외국번

（지역번호） 

미국 국번호 상 의 전화번호 

시내 

시외→시내 

휴 폰등→고정 

시외→시내 

① 

② 

③ 

고정 전화→휴 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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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 전화 
휴 전화 숍, 전기점등에서 전화기의 구입과 전화 회선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가게에서 물어 주십시오. 

 

 

 

 

 

(7) 고정 전화의 설치 

・NTT 의 창구에서 신청한다, 또는 

・NTT(전화번호 116)에 전화를 걸고 신청한다 

※신청할 때는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운전 면허증, 건강 보험증, 패스포트, 재류 카드 등） 

※전화를 새롭게 설치하려면 초기 비용(38,880 엔)/계약료(864 엔)/공사비가 듭니다.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 신  매월의 전화요금이 비싸지는 「라이트 플랜」도 있습니다. ) 

 

(8) 전화요금 

지불 방법은 3 가지가 있습니다. 

①은행이나 편의점 

전화 회사로부터 매월 청구서가 집에 우송 됩니다. 청구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편의점에 

가서 지불합니다. 

②계좌 체 

매월 은행 계좌로부터 자동적으로 지불됩니다. 전화 회사에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때는 

은행인이 필요합니다(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때에 사용한 인감). 

③크레디트 카드 

매월 크레디트 카드로부터 자동적으로 지불됩니다. 전화 회사에 신청해 주십시오. 

 

 

공중 전화의 사용법 

 ①수화기를 취한다 

 ②돈 또는 전화 카드를 넣는다 

 ③전화번호를 다이얼 한다 

계약에 필요한 것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건강 보험증/주민기본 장 카드/재류 카드 등 

・자신의 인감 

・크레디트 카드/현금카드/예금 통장 (어느 것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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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b  FAX 

(1) 자택에서 FAX 를 송신, 수신한다 

고정 전화의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 FAX 의 기계를 전화 회선에 접속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편의점에서 FAX 를 송신한다 

편의점의 복사기를 사용해  FAX 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수신은 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으로 송신, 수신한다 

계약을 하면 PC 나 스마트 단말로 FAX 데이터의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4-2-5-c  전보 

전보란 결혼식이나 장례식등의 회장에 당신의 메세지를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1) 국내 전보 

① 전화로 신청한다 

・전화번호 「115」에 전화를 한다(요금을 매월의 전화요금과 함께 지불하는 경우). 

・·전화번호 「0120-759-560」에 전화를 한다(요금을 크레디트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공중 전화나 소프트뱅크의 휴 전화로부터 신청하는 경우는「0120－759－560」에 걸어  

크레디트 카드로 지불해 주십시오. 

 

②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NTT 의 「D-MAIL」의 홈 페이지로부터 신청한다(일본어만)  

http://www.ntt-east.co.jp/dmail/index.html 

 

(2) 국제 전보 

KDDI 에 신청합니다. 

① 전화로 신청한다 

전화번호 「0120-44-5124」에 전화를 한다. 

② FAX 로 신청한다 

・FAX 번호 「0120-11-5931」에 「국제 전보 신청서」를 보냅니다. 

「국제 전보 신청서」는 ↓여기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일본어·영어) 

http://media3.kddi.com/extlib/files/personal/kokusai/service/denpo/pdf/application.pdf 

・담당자로부터 접수 번호와 요금의 연락이 있습니다. 

그 요금으로 괜찮으면 전보를 보냅니다.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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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터넷으로 신청한다(일본어) 

https://www.kddi.com/cgibin/business_denpo/receipt_denpo.cgi?form_name=business_denp

o&mode=confirm 

 

4-2-5-d  인터넷을 사용한다 

(1) 인터넷 카페에 간다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PC 가 있어서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가게 마다 요금은 다릅니다). 

(2) 미토시 국제 교류 센터에 간다(168 페이지 4-10 상담 창구) 

30 분 100 엔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PC 가 있습니다. 

(3) 휴 전화나 스마트 폰으로 접속한다 

휴 전화나 스마트 폰을 계약할 때에 데이터 통신의 계약을 합니다(통신료가 비싸기 때문에 

요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액 서비스를 계약하면 좋을 것입니다). 

(4)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한다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인터넷 회선」과「프로바이더와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5) 인터넷 회선 

임  주택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 인터넷 회선의 상황을 잘 확인합시다. 

（부동산 소개소나 관리 회사에 물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하는 아파트나 맨션의 경우입니다. 

 

표 4- 9 인터넷 회선의 종류 

히카리 화이바 도입이 된 

아파트/맨션 

・회선이 방까지 연결되고 있는 경우 

→공사는 필요 없습니다 

・회선이 방까지 연결되지 않은 경우 

→공사가 필요합니다 

히카리 화이바 도입이 없는 

아파트/맨션 

・ 형의 맨션의 경우 

→개인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등의 경우 

→개인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 

ADSL 전화선 있음 

고정 전화의 계약 있음 

공사는 필요 없습니다 

ADSL 전화선 있음 

고정 전화의 계약 없음 

공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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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V 

(케이블 텔레비) 

도입이 된 

아파트/맨션 

공사는 필요 없습니다 

CATV 

(케이블 텔레비) 

도입이 없는 

아파트/맨션 

개인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집주인의 허가를 받아 주십시오. 

※이용 개시의 신청이나 공사에 관해서는 회선 사업자(캐리어)에게 물어 주십시오. 

 

(6) 프로바이더와의 계약 

인터넷 회선 외에 프로바이더와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선의 종류에 따라 계약할 수 없는 프로바이더도 있을테니 주의해 주세요. 

※ 인터넷 회선이 있는 건물에서는 이미 프로바이더와의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2-6  텔레비젼, 신문 

4-2-6-a  텔레비젼 

(1) 지상 디지털 방송(통칭 「지데지」) 

방송 사업자가 지상의 전파탑으로부터 전파를 보내 텔레비젼에 연결한 지데지의 안테나로 

수신합니다. 

 

①방송 

텔레비젼에 채널을 설정하는 것으로 표 4-10 에 나타나는 방송을 시청 할 수 있습니다. 

표 4- 10 지 데지 방송국 

방송국 NHKG NHKE 니혼 테레비 테레비 아사히 TBS 테레비 도쿄 후지 테레비 

채널 Ch 1 Ch 2 Ch 4 Ch 5 Ch 6 Ch 7 Ch 8 

수신료 유료 유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②안테나 

・임  주택 = 많은 경우 이미 안테나가 있습니다 

・자택 = 스스로 안테나의 설치를 의뢰합니다 

③공공 방송(NHK)과 수신료에 해 

NHK 는 공공 방송입니다. 텔레비젼이나 지데지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NHK 의 

지데지의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NHK の HP http://pid.nhk.or.jp/jushinryo/ 

（오른쪽 위의 언어 선택 으로부터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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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성방송 (통칭 「BS」) 
방송 사업자가 인공위성으로부터 전파를 보내 텔레비젼에 연결한 BS 의 안테나로 

수신합니다.  

(다양한 방송 사업자가 있습니다) 

 

①방송 

텔레비젼에 채널을 설정하는 것으로 방송을 시청 할 수 있습니다. 

②안테나 

・임  주택 = 안테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택 = 자신이 안테나의 설치를 의뢰합니다 

 

③공공 방송(NHK)과 수신료에 해 

NHK 는 공공 방송입니다. 텔레비젼(BS 응형) 지데지의 안테나 BS 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NHK의 지데지의 수신료 ＋ NHK의 BS의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NHK 의 HP http://pid.nhk.or.jp/jushinryo/ 

（오른쪽 위의 언어 선택으로부터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기기 

방송을 보려면  주로 이하의 것이 필요합니다. 

・안테나(지데지와 BS 는 안테나가 다릅니다) 

・텔레비젼 

・튜너(수신기) 

※텔레비젼에는 일반적으로 지데지의 튜너가 내장되고 있습니다. 

※BS 를 보고 싶은 경우는 BS 의 튜너를 접속하든지 BS 의 튜너가 내장된 텔레비젼이 

  필요합니다. 

 

4-2-6-b  신문 

신문을 정기적으로 집에 받았으면 좋은 경우는 구독의계약을 합니다. 

(1) 일본어의 신문 

①전국 신문 

아사히 신문, 산케이신문, 일본 경제 신문, 매일신문, 요미우리 신문 

②지역 신문 

이바라키 신문, 도쿄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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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계약 방법 

・홈 페이지로부터 신청한다 

・집의 가까이의 신문 판매점에 신청한다(근처 사람 등에게 물어 봅시다) 

 

(2) 영어의 신문 

 ①영문자 신문 각종 

The Japan News 

The Japan Times／International New York Times 

The International Herald／The Asahi Shimbun 

②계약 방법 

・홈 페이지로부터 신청한다 

 

※다른 언어의 신문이나 잡지를 이하의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바라키현 국제 교류 협회(169 페이지의 지도 4- 22 이바라키현 국제 교류 협회에) 

・미토시 국제 교류 센터(165 페이지의 지도 4-21 미토시 국제 교류 센터에) 

 

4-2-7  쓰레기·리사이클 (재활용)  

4-2-7-a  쓰레기의 회수 

시의 수집차가 정기적으로 가정의 쓰레기를 회수합니다. 반드시 회수일의 아침에 쓰레기 

두는곳에 버려 주십시오. 

(1) 회수일 

지구 마다 다릅니다. 미토시 관공서나 근처의 사람 등에게 물어 주십시오. 

 

 

 

(2)쓰레기 두는곳 

아파트/맨션/주택의 장소에 따라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근처의 사람 등에게 물어 

주십시오. 

 

4-2-7-b  쓰레기의 종류 

(1) 쓰레기를 분리 

①가연성 쓰레기 ②불연성  쓰레기 ③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해 주십시오. 

※우치바라 지구는 정해진 것이이 다릅니다. 97 페이지(5) 우치하라 지구의 쓰레기 수집에 

해를 봐 주십시오. 

미토시 관공서“쓰레기 책과” 

TEL 029-232-9114, FAX 029-232-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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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연성 쓰레기／②불연성 쓰레기 

전용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두는곳에 버립니다.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큰 

쓰레기는 쓰레기 처리권(씰)을 붙여 쓰레기 두는곳에 버립니다. 

 

쓰레기봉투/쓰레기 처리권 

슈퍼, 편의점, 홈 센터등에서 삽니다. 

미토시에 수거받기 위해서는 미토시의 쓰레기봉투/쓰레기 처리권을 사용합니다. 

「 가연성쓰레기」=황색, 「불연성 쓰레기」=물색 ※각 색은 미토시의 경우입니다. 

 

③재활용 쓰레기 

・잡지, 책, 신문, 광고지, 골판지：각각 끈으로 정리해 쓰레기 두는곳에 버립니다. 

・캔, 병：물로 씻어 뚜껑을 제거해 투명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두는곳에 버립니다. 

※화장품/의약품의 병은 「불연성 쓰레기」입니다. 

※패트병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물로 씻어 뚜껑과 라벨을 제거해,슈퍼에 설치된 전용으로 

두는곳에 버립니다. 

 

(2) 쓰레기 수집에 한·리사이클(재활용의 룰) 

영어 

http://www.city.mito.lg.jp/000271/000273/00290/000339/001764/001807/p006438_d/fil/009.pdf 

한국어 

http://www.city.mito.lg.jp/000271/000273/00290/000339/001764/001807/p006438_d/fil/010.pdf 

중국어 

http://www.city.mito.lg.jp/000271/000273/00290/000339/001764/001807/p006438_d/fil/011.pdf 

 

(3) 전기 제품 

텔레비젼,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두는곳에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버리는 방법에 관해 미토시 국제 교류 협회 발행의 문화 포트“2012.08&09”호에 써 

있습니다. 이하의 URL 로부터 열어 보십시오. 

http://www.mitoic.or.jp/jp/ass/shiryo/cpm.php 

※일본어판과 영문판이 각각 있습니다. 

※스마트 폰/타블렛의 경우 먼저 어플리를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97 
 

(4)컴퓨터 

회수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두는곳에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버리는 방법에 관해 미토시 국제 교류 협회 발행의 문화 포트“2012.10&11”호에 써 

있습니다. 이하의 URL 로부터 열어 보십시오. 

http://www.mitoic.or.jp/jp/ass/shiryo/cpm.php 

※일본어판과 영문판이 각각 있습니다. 

※스마트 폰/타블렛의 경우 먼저 어플리를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5)우치하라 지구의 쓰레기 수집에 해 

※우치하라 지구에서는 정해진 규칙이 다릅니다. 

（ 우치하라 지구=아카오세키쵸, 아리가쵸, 우시부시쵸, 우치하라쵸, 오오다라쵸, 오바라쵸, 

쿠로이소쵸, 코이부치쵸, 코바야시쵸, 고헤이쵸, 시모노쵸, 스기사키쵸, 코우다쵸, 타지마쵸, 

츠이지쵸, 나카하라쵸, 미노와 쵸, 미유쵸） 

 

①불에 타는 쓰레기(=가연 쓰레기) 

전용의 쓰레기 봉투(황색)에 넣어 회수일의 8 am 까지 쓰레기 두는곳에 버립니다. 

쓰레기봉투는 슈퍼, 편의점, 홈 센터등에서 삽니다.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큰 쓰레기는 

①우치하라 출장소에서 회수 신청을 한다 

②우치하라 출장소에서 형 폐기물 처리권(청색)을 산다 

③ 형 폐기물 처리권에 이름을 써 쓰레기에 붙인다 

④지정의 날의 8 am 까지 쓰레기를 집/아파트의 입구에 둔다 

 

②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불연 쓰레기) 

불연 쓰레기 처리권(청색)에 이름을 써 쓰레기에 붙여 전용의 불연 쓰레기 컨테이너에 

넣습니다. 회수일의 8 am 까지 쓰레기 두는곳에 버립니다. 

불연 쓰레기 처리권 

슈퍼, 편의점, 홈 센터등에서 삽니다. 

불연 쓰레기 컨테이너 

처음만 우치하라 출장소에서 삽니다. 반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연 쓰레기용기에 들어가지 않는 큰 쓰레기  

①우치하라 출장소에서 회수 신청을 한다   

②우치하라 출장소에서 형 폐기물 처리권(청색)을 산다 

③ 형 폐기물 처리권에 이름을 써 쓰레기에 붙인다 

④지정의 날의 8 am 까지, 쓰레기를 집/아파트의 입구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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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활용 쓰레기(=자원물)  

전용의 재활용용 컨테이너에 넣어 회수일의 8 am 까지 쓰레기 두는곳에 버립니다. 

재활용 컨테이너 

처음만 우치하라 출장소에서 삽니다. 반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잡지, 책, 신문, 광고지, 골판지：각각 끈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캔, 병：물로 씻어 뚜껑을 제외해 주십시오. 

・패트병：물로 씻어 뚜껑과 라벨을 제거해 주십시오. 

※화장품/의약품의 병은 불연 쓰레기입니다. 

 

 

 

 

4-2-8  반상회·자치회 

근처의 사람들이 사이 좋게 서로 도우며 생활을 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반상회」나 「자치회」

라고 하는 지역마다의 조직이 있습니다. 반상회나 자치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불하는 회비로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이하와 같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의 청소 

 ・동내의 미화(화단에 꽃을 심는 등) 

 ・방범등의 설치 

 ・방재 활동 

 ・지역의 이벤트에서의 교류 

 ・회람판에 의한, 지역의 정보나“홍보 미토”의 배포 

 (회람판=전용의 파일이나 바인더) 

 

(1) 반상회/자치회에 들어간다 

①자신이 사는 지역의 시민 센터에 가서 창구에서 물어 주십시오. 

（시민 센터에 해서는 37 페이지의 표 2- 7 문화 활동 시설(미토시의 공공 시설)에） 

・신청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상회/자치회의 회장을 가르쳐 줍니다 

②반상회나 자치회의 회장에게 직접 신청해 주십시오. 

 

(2) 회비 

미토시에서는 회비는 1 개월 300 엔 전후입니다. 

지불 방법은 집세와 함께 매월 지불하거나 1 년에 한 번 모아서 지불하거나 합니다. 

자세하게는 반상회의 사람에게 물어 주십시오. 

우치하라 출장소" 총무과” 

TEL 029-259-7119 

주소 미토시 우치하라쵸 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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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등의 경우 건물 마다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개인 단위로는 아님). 당신이 사는 

아파트가 반상회/자치회에 들어가 있는지 집주인이나 부동산 소개소에 물어 주십시. 

※반상회/자치회에 들어가면 가정 마다 차례로 회람판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정보를 확인하면 

곧바로 다음의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회람판을 돌려 주십시오). 차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4-2-9  애완동물 

애완동물을 기를 때 조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1)주택 

집합주택(아파트등)이나 임  주택에서는 애완동물 금지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주택의 

계약을 하기 전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가능한가 확인합시다. 

(2)매너 

개의 산책에서는 반드시 변을 가지고 돌아가 주십시오. 또, 고양이가 타인의 부지에서 

변을 하지 않게 관리해 주십시오. 애완동물의 울음 소리/냄새가 원인으로 근처의 사람과 

문제가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3)번식 

불필요한 번식을 막기 위해 피임/거세 수술을 받게 합시다. 

※번식···펫이 태어나 증가하는 것. ※피임(암컷)/거세(수컷)···새끼가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 

 

(4) 개에 관한 수속① 

생후 91 일 이상의 개는 시읍면에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가게에서 강아지를 샀을 경우는 개 「등록」 수속이 필요합니다. 

（ 등록이 끝나면 “감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목걸이에 붙여 주십시오. 개가 집을 잃어 

보호되었을 경우 주인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표 4- 11 개의 등록 

어떤 때 수속 종류 수속 기한 

・미등록 개 

（=감찰이 없는 개）를 

기르기 시작했다 

「등록」 

（비용 3,000 엔）

개가 생후 90 일 이내의 경우 

→생후 90 일을 지난 날로부터 30 일 이내 

개가 생후 91 일 이상의 경우 

→기르기 시작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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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에 관한 수속② 

그 외 (표)4-12 가 가리키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표 4-12 개의 등록의 변경 

어떤 때 수속 종류 수속 기한 

・등록을 마친 개 

（= 감찰이 있는 개）를 

기르기 시작했다 

・다른 시읍면으로부터 

미토시로 이사했다 

「등록 사항의 

변경」 

기르기 시작한 날/이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감찰과 금년도의 주사를 맞춘표*1 가 필요）

・개가 죽었다 「사망 신고서」 사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감찰과 금년도의 주사를 맞춘표*1 가 필요）

 

(6) 개에 관한 수속 장소 

보건 센터(주소：카사하라쵸 993-13 TEL：243-7311) 

츠네즈미 보건 센터(주소：오오바쵸 472-1 TEL：269-5285) 

우치하라 보건 센터(주소：우치하라쵸 1384-2 TEL：259-6411) 

 

(7) 광견병  예방 주사(매년 1 회) 

생후 91 일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광견병」 예방 주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1 회 주사합니다.  

※예방 접종을 받으면 “주사맞음 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목걸이에 붙여 주십시오 

「헤세이 00 년도」라고 쓰여진 종이로 매년 색이 다릅니다. ) 

 

(8) 예방 주사를 맞는다 

미토시로부터 엽서( 「주사맞음표 교부원」)가 자택에 왔을 경우 엽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①집합 주사 

엽서에 일시/장소가 쓰여져 있습니다. 

요금은 3,000 엔입니다(헤세이 26 년도의 금액). 

※많은 개가 모이므로 자신의 개가 심하게 흥분할때 등,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데려 와 

주십시오. 또 목걸이가 빠지지 않게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②개별 주사 

시내의 동물 병원에서 1 년을 통해 주사를 맞출 수 있습니다. 

요금은 병원 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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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이나 주사맞음표를 분실·파손했을 경우는 곧바로 재교부의 수속을 해 주십시오. 감찰의 

재교부에는 비용이 듭니다. (헤세이 26 년도의 비용은, 1,600 엔입니다. ) 

 

4-2-10  우체국·택배우편 

4-2-10-a  우체국 

우체국에서는 우편 업무/은행 업무/보험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우편 업무 

①내에의 우송→상 에게 닿을 때까지, 1 일~3 일 정도 걸립니다 

우편물의 종류 

・편지, 엽서 

・레터 팩(전용의 큰 봉투가 있습니다) 

・POS 패킷 1 kg 까지(A4 사이즈×두께 3.5 cm 이내) 

・유우 메일 3 kg 까지(세로·가로·두께의 합계가 170 cm 이내) 

※유우 메일은, 책자의 인쇄물/CD/DVD 전용입니다 

・유우 팩 30 kg 까지(세로·가로·두께의 합계가 170 cm 이내) 

 

※급하게 보내고 싶을 때에는 창구에서 전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추가 

요금이 듭니다). 

※현금이나 중요한 우편물을 안전·확실히 보내고 싶을 때로는 이하의 방법이 있습니다. 

(편지/엽서/유우 메일만. 추가 요금이 듭니다) 

①일반 등기 우편 

・상 에게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이 손상 되었다/배달되지 않는등의 경우는 실제로 손해본 금액이 

배상됩니다(다만 상한 이 있음).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부탁합니다」라고 전해 주십시오. 

②절차가 간단하고 요금이 싼 등기 

・상 에게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손상 되었다/배달되지 않는등의 경우는 실제로 손해본 금액이 

배상됩니다(다만 상한 이 있음). 

・우체국에서, 「절차가 간단하고 요금이 싼 등기로 부탁합니다」라고 전해 

주십시오. 

③현금 등기 우편 

・현금(일본엔만)을 보낼 때에 사용합니다. 

・배달 되지 않은 경우는 배상됩니다(다만 상한이 있음). 

・전용 봉투를 우체국에서 사 주십시오(21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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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외에의 우송 

우편물의 종류 

・편지, 엽서 

・소형 포장물 2 kg 까지 

・국제 e 패킷 2 kg 까지 

・인쇄물 5 kg 까지(다만 아일랜드/캐나다의 경우 2 kg) 

・국제 소포 30 kg 까지 

 

※종류 마다, 사이즈의 세세한 결정이 있습니다. 창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③해외에의 수송 수단을 선택한다 

배편……1~3 개월 정도 걸립니다만 가장 싸게 보낼 수 있습니다. 

SAL……6~13 일 정도로 도착 합니다. 항공편보다 싸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물에 「SAL」

라고 써 주십시오. 

항공편……3~6 일 정도로 닿습니다. 우편물에 「PAR AVION」 「AIR MAIL」라고 청색으로 

써 주십시오. 

EMS ……2~4 일 정도로 도착 합니다. 

 

※우편물의 종류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수송 수단은 다릅니다. 

※ 서둘러 보내고 싶을 때에는 창구에서 전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추가 요금이 듭니다). 

※현금이나 중요한 우편물을 안전·확실히 보내고 싶을 때로는 이하의 방법이 있습니다. 

（편지/엽서/소형 포장물만. 추가 요금이 듭니다） 

 

 

 

 

 

 

(2 은행 업무( 「유우쵸 은행」) 

①저금·ATM 

계좌를 만들면 돈의 예입/지출(인출), 입금, 정기예금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 등기 우편(배편은 상외입니다) 

・상 에게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일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손상 되었다/배달되지 않는등의 경우는 실제로 손해본 금액이 

배상됩니다(다만 상한 이 있음). 

・우체국에서 「국제 등기 우편으로 부탁합니다」라고 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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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외화 환전 

미토 중앙 우체국에서는 이하의 통화의 판매·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 달러, 중국원, 캐나다 달러, 영 파운드, 한국원,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스위스 프랑, 

유로 

・지폐만 

・주문에 2 일~5 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여행자수표 

미토 중앙 우체국에서는 이하의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 달러, 캐나다 달러, 영 파운드,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유로, 일본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부터 발행된 여행자수표만） 

 

④국제 송금 

해외에 송금하려면  이하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로의 송금 

①보내고 싶은 금액과 우송료를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②해외의 상 에게 「환율 증명서」가 도착합니다 

③해외의 우체국등에서 「환율 증명서」와 현금을 교환합니다 

（다만 미국에 보내는 경우는 자신이 「환율 증명서」를 상 에게 보냅니다） 

・계좌로의 송금 

①보내고 싶은 금액과 우송료를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②해외의 상 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계좌간송금 

①자신의 계좌에서 해외의 상 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해외에서 일본에 송금하는 경우는 이하의 URL 를 봐 주세요. 

（일본어）http://www.jp-bank.japanpost.jp/kojin/tukau/kaigai/sokin/kj_tk_kg_sk_gaikoku.html 

（영어）http://www.jp-bank.japanpost.jp/en/djp/en_djp_index.html 

 

(3) 보험업무( 「간이 보험 생명」) 

학자보험, 입원 보험, 사망보험등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창구에서 물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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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우체국의 영업 시간 

（장소는 지도 4- 4 미토 중앙 우체국 지도 4- 5 아카츠카 우체국 지도 4-6 우치하라 우체국에） 

 미토 중앙 

우체국 

아카츠카 

우체국 

우치하라 

우체국 

그 외의 

우체국 

간이 우체국 

 

월~금 9 am~7pm 9 am~7pm 10 am~6pm 9 am~5pm 9 am~4pm 

토 9 am~5pm 휴일 10 am~6pm 휴일  

일 ·휴일 9 am~0:30pm 휴일 10 am~6pm 휴일  

 

표 4-14 우체국 유우유우 창구의 영업 시간 

→야간에 우편물을 보내고 싶을 때나 짐을 받고 싶을 때 등 

 미토 중앙 우체국 

유우유우 창구 

아카츠카 우체국 

유우유우 창구 

월~금 7 pm~9am 8 am~8pm 

토 5 pm~9am 8 am~8pm 

일·휴일 0:30 pm~9am 9 am~3pm 

 

표 4- 15 은행의 영업 시간 

 미토 중앙 우체국 

(창구/ATM) 

아카츠카 우체국 

(창구/ATM) 

우치하라 우체국 

(창구/ATM) 

월~금 9am~6pm/7 am~11pm 9am~4pm/8:45am~7pm 10am~5pm/10am~10pm 

토 휴일    /9 am~9pm 휴일    /9 am~5pm 휴일  /10 am~9pm 

일·휴일 휴일  /9 am~7pm 휴일    /9 am~5pm 휴일  /10 am~7pm 

 

영업 시간(보험) 

미토 중앙 우체국, 월~금, 9 am~6pm 

우치하라 우체국, 월~금, 10 am~5pm 

그 외의 우체국, 월~금, 9 am~4pm 

 

4-2-10-b  택배우편 

짐을 가까이의 편의점으로부터 보내고 싶을 때 등 편리합니다. 

또 자신의 집에 오도록 해 짐을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업자가 있으므로 전화번호부등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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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 중앙 우체국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4-29  

지도 4-4 미토 중앙 우체국 

 

 

 

아카츠카 우체국 

주소：미토시 아카츠카 2-212 

지도 4-5 아카츠카 우체국 

 

  



106 
 

우치하라 우체국 

주소：미토시 나카하라쵸서 135(이온 몰 미토 우치하라의 2 층) 

지도 4-6 우치하라 우체국 

 
 

4-2-11  은행 

(1) 계좌의 주된 종류 

①보통예금 계좌 

・가장 일반적인 계좌입니다 

・예금/지출(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②적립예금 계좌/적립 정기예금 계좌 

・일정한 기간 마다 일정한 금액 보통예금으로부터 자동으로 저축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예금으로부터 매월 2 만엔을 저축하는 등） 

・만기를 지정하는 계좌의 경우 맡긴 후는 만기까지 지불할 수(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자가 보통예금보다 조금 비쌉니다 

 

③정기예금 계좌 

・상당한 금액을 맡기는 계좌입니다 

（예를 들면 20 만엔을 1 년간 맡기는 등） 

・원칙적으로 맡긴 후는 만기까지 지불할 수(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자가 보통예금보다 조금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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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면 이하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예금, 지출(인출) 

・돈을 맡긴다,지불한다 (인출한다) 

②입금 

・근무처로부터 급료를 받는다, 장학금등을 받는다 

・세금의 환부를 받는다 

③자동 지불 

・공공 요금(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등)이나 세금의 지불 

・아파트나 맨션의 집세의 지불 

・크레디트 카드의 금의 지불 

④송금 

・해외/국내의 은행 계좌에의 송금 

 

(3) 외화의 환전, 여행자수표의 환금 

은행의 주요한 점포(본점, 미토 지점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환전은 점포 마다 취급하는 외화의 종류가 다릅니다） 

외화의 환전을 할 수 있는 은행：죠요 은행 본점, 츠쿠바 은행 본점, 도쿄 미츠비시 UFJ 은행, 

미즈호 은행 

외화 택배 서비스가 있는 은행：이바라기현 신용조합, 미토 신용금고 

 

(4)계좌의 개설 

은행의 창구에서 신청해 용지에 기입합니다. 

필요한 것 

・본인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재류 카드/패스포트/운전 면허증 등) 

・인감/싸인 

※재류 카드에 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먼저 시청으로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66 페이지4-1-1입국관리국에 

※싸인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5) 현금카드 

좌를 개설할 때에 현금카드를 만들면 편리합니다. 

・돈을 맡기거나/찾는 등이 ATM(기계)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ATM은 은행, 편의점, 역, 공항, 고속도로의 휴게소, 쇼핑 몰 등에 설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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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은행의 창구의 영업 시간 

통상 월요일~금요일 9 am-3 pm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축일은 휴일입니다. 

※ATM은 그외의 시간이나 휴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이나 요일은 ATM 

마다 다릅니다) 단 수수료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4-2-12  경찰·파출소 

(1)미토시내에는「경찰 본부」,「경찰서」와 16 의「파출소·주재소」가 있습니다. 

①이바라키현 경찰 본부 

주소：미토시 카사하라쵸 978 번 6 

TEL：029-301-0110 

 

②미토 경찰서 

차고 증명의 수속이나 운전 면허서의 갱신등으로 이용합니다.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 쵸메 5 번 21 호 

TEL：029-233-0110 

 

지도 4-7 미토 경찰서 

 

 

(2)파출소·주재소 

도난이나 범죄의 상담을 하고 싶거나 물건을 분실하거나/주웠다, 길을 묻고 싶은 등의 때에 

이용합니다. 미아 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관련되는 것 등 긴급 경우는 6 페이지 1-2 긴급사태가 발생하면을 봐 주십시오. 

・파출소···경찰관이 24 시간 근무하고 있으므로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재소···1 명의 경찰관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아 지역과의 교류를 가지면서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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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당신의 집의 가까이의 파출소나 주재소를 확인합시다. 

표 4- 16 파출소, 주재소 

명칭 전화번호 주소 담당 지역 

우치하라 지구 파출소 029-259-0110 미토시 우치하라쵸 55 

아카오세키쵸, 아복케쵸, 아리가쵸, 

우시부시쵸, 우치하라쵸, 

오오다라쵸, 오바라쵸, 카쿠라이쵸, 

쿠로이소마치, 코이부치쵸, 

코바야시쵸, 고헤이쵸, 시모노쵸, 

스기사키쵸, 타카다치쵸, 타지마쵸, 

츠이지쵸, 나카하라쵸, 히라쿠에쵸, 

마타구마쵸, 미노와 마을, 미유쵸, 

야츠쵸 

아카츠카 역전 파출소 029-253-0110 미토시 카와다 1 쵸메 1830-7 

아카츠카 1 쵸메, 2 쵸메,이이지마쵸, 

오오츠카쵸, 카나야쵸, 카와다 

1 쵸메~3 쵸메, 나카마루쵸, 히메고 

니쵸메 

이시카와쵸 파출소 029-254-0110 
미토시 이시카와 

3 쵸메 4122-11 

이시카와쵸, 이시카와 

1 쵸메~4 쵸메, 지유가오카, 신하라 

1 쵸메·2 쵸메, 타노쵸, 니시하라 

1 쵸메~3 쵸메, 히가시아카츠카, 

히가시하라 1 쵸메~3 쵸메, 히메고 

1 쵸메, 호리쵸(※), 마츠가오카 

1 쵸메·2 쵸메 

현청 앞파출소 029-241-0110 미토시 카사하라쵸 1978-1 

카사하라쵸(※), 코부키쵸, 

센바쵸(※), 토우노쵸, 히라스쵸, 

미가와쵸(※), 요시자와쵸, 

요네자와쵸 

사카도파출소 029-247-3374 미토시 사카도쵸 3283-4 

쿠리사키쵸, 케야키다이 

1 쵸메~3 쵸메, 사카도쵸, 

스미요시쵸, 모토이시카와쵸, 

모토요시다쵸(※), 야다쵸, 

유리가오카쵸, 로쿠탄다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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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파출소, 주재소의 계속） 

명칭 전화번호 주소 담당 지역 

스에히로쵸 파출소 029-231-2830 미토시 스에히로쵸 2 쵸메 3-3 

아케보노쵸, 아타고쵸, 카미미토

1 쵸메~4 쵸메, 스에히로쵸

1쵸메~3쵸메, 치토세 1쵸메·2쵸메, 

하카마츠카 1 쵸메~3 쵸메, 

하치만쵸, 분쿄 1 쵸메·2 쵸메, 

호리쵸(※), 마츠모토쵸, 와타리쵸 

센바쵸파출소 029-241-1529 미토시 센바쵸 2357-6 
카사하라쵸(※), 센바쵸(※), 

미가와쵸(※) 

다이쿠마치 파출소 029-221-5498 미토시 다이쿠마치 1 쵸메무번지

이즈미쵸 1 쵸메~3 쵸메, 카네마치 

1 쵸메~3 쵸메, 고켄쵸 

1 쵸메~3 쵸메, 사카에쵸 

1쵸메·2쵸메, 신소우 1쵸메~3쵸메, 

다이쿠마치 1 쵸메~3 쵸메, 

텐노우쵸, 토키와쵸, 토키와쵸 

1 쵸메·2 쵸메, 네모토쵸 

2 쵸메~4 쵸메, 미도리쵸 

1 쵸메~3 쵸메, 모토야마쵸 

1 쵸메·2 쵸메 

히가시다이 파출소 029-224-4338 미토시 히가시다이 1 쵸메 5-36

아쿠츠오노, 아사히쵸, 카와라야, 

콘야쵸, 시부이쵸, 죠우토우 

1 쵸메~5 쵸메, 나카오오노, 

니시오오노, 하마다 1 쵸메·2 쵸메, 

하마다쵸, 히가시오오노, 

히가시사쿠라가와, 히가시다이 

1 쵸메·2 쵸메, 후지가라쵸, 혼쵸 

1 쵸메~3 쵸메, 야나기마치 

1 쵸메·2 쵸메, 요시다, 요시누마쵸, 

와카미야 1 쵸메·2 쵸메, 와카미야쵸

미가와 파출소 029-252-0110 미토시 미가와 5 쵸메 1307-8 

카야바쵸, 카와다쵸, 미가와 

1 쵸메~5 쵸메, 미가와쵸(※), 미와 

1 쵸메~3 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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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파출소, 주재소의 계속） 

명칭 전화번호 주소 담당 지역 

미토역 북쪽 출입구 

파출소 
029-224-4638 미토시 미야마치 1 쵸메 1-1 

아오야기초, 오오마치 

1 쵸메~3 쵸메, 키타미쵸, 산노마루 

1 쵸메~3 쵸메, 스이후쵸, 네모토쵸 

1 쵸메, 바이코 1 쵸메·2 쵸메, 

비젠쵸, 미나미쵸 1 쵸메~3 쵸메, 

미야마치 1 쵸메(※), 미야마치 

2 쵸메·3 쵸메, 야나카와쵸 

미토역 남쪽 출입구 

파출소 
029-225-8951 미토시 사쿠라가와 1 쵸메 2-3 

사쿠마치 1 쵸메~3 쵸메, 사쿠라가와

1 쵸메·2 쵸메, 죠우난 

1 쵸메~3 번쵸메, 시라우매 

1 쵸메~4 쵸메, 센바쵸(※), 중앙 

1 쵸메·2 쵸메, 미야우치쵸, 미야마치

1 쵸메(※), 모토다이마치, 

모토요시다쵸(※) 

이이토미 주재소 029-229-7054 미토시 이이토미쵸 4449-9 
이이토미쵸, 이와네쵸, 나리사와쵸, 

후지쵸, 후지가 하라 1 쵸메~3 쵸메

오오쿠시 주재소 029-269-2118 미토시 오쿠시쵸 475－1 

아키나리쵸, 오오쿠시쵸, 오오바쵸, 

카와마타쵸, 코이즈미쵸, 

시오가사키쵸, 시마타쵸, 

시모이리노쵸, 시모오노쵸, 

토우마에쵸, 토우마에 2 쵸메·3 쵸메,

히라토쵸, 모리토쵸 

쿠니이 주재소 029-239-7411 미토시 시모쿠니이쵸 1553-4 
카미카와치쵸, 카미쿠니이쵸, 

시모쿠니이쵸, 타야쵸, 나카가치쵸 

후타바다이 주재소 029-254-4480 미토시 후타바다이 4 쵸메 1-12 후타바다이 1 쵸메~5 쵸메 

（※）이 표가 붙어 있는 마을은 복수의 파출소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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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통 수단 

4-3-1  자동차 

4-3-1-a  기본적인 규칙 

위반했을 경우 처벌됩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다 

・면허증을 잊으면 운전하지 않는다 

・휴 전화로 통화나 메일을 하면서 운전하지 않는다 

・승용차를 타는 경우 운전자도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 벨트를 한다. 6 세 미만의 아이는 

어린이 보호석(신체를 고정할 수 있는 좌석)을 사용한다. 

 

4-3-1-b  외국인이 일본에서 운전하려면 

다음중 어느 한쪽이 필요합니다. 

①본국의 운전 면허증 ＋ 번역문 ＋ 패스포트 

②본국의 운전 면허증 ＋ 「국제 운전 면허증」 

③일본의 운전 면허증 
 

①본국의 운전 면허증＋번역문＋패스포트 

이하의 나라/지역의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 있는 경우 

스위스, 슬로베니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만 

→번역문과 패스포트가 있으면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2014 년 12 월 현재)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1 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국의 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주민기본 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출국해 

3 개월 미만으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을 경우는 상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 년보다 길게 일본에서 운전하고 싶은 경우는 일본의 운전 면허증으로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자세하게는 114 페이지의③일본의 운전 면허증에. 

※번역은 JAF 또는 사관/총영사관에 의뢰해 주십시오. 

JAF(설명)： 

영어 http://www.jaf.or.jp/inter/translation/pdf/pdf_info_english.pdf 

프랑스어 http://www.jaf.or.jp/e/image/french.pdf 

중국어 http://www.jaf.or.jp/e/image/c-taiwan.pdf 

 

JAF(번역 신청서)： 

영어 http://www.jaf.or.jp/inter/translation/pdf/pdf_apli_english.pdf 

프랑스어 http://www.jaf.or.jp/inter/translation/pdf/pdf_apli_frenc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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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http://www.jaf.or.jp/inter/translation/pdf/pdf_apli_c-taiwan.pdf 

※번역은, 유료입니다. 

※2 주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바라키현의 JAF 의 창구(평일의 9 am-5:30 pm) 

TEL/029-244-2660 주소/미토시 센바쵸 2475-7 

지도 4-8 JAF 이바라키 지부 

 

②본국의 운전 면허증＋「국제 운전 면허증」 

“제네바 조약”가맹국의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 있는 경우 

본국에서「국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면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네바 조약”가맹국(경시청 HP 보다) 

일본어 http://www.keishicho.metro.tokyo.jp/menkyo/menkyo/kokugai/kokugai04.htm 

영어 http://www.keishicho.metro.tokyo.jp/foreign/traffic/geneva.htm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1 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국제 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주민기본 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출국해 

3 개월 미만으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을 경우는 상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 년보다 길게 일본에서 운전하고 싶은 경우 일본의 운전 면허증에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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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는 114 페이지 4-3-1-c 일본의 운전 면허증에의 변환에 

 

③일본의 운전 면허증 

①,②이외의 나라의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 있는 경우 또는 

①,②의 나라의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 있어 일본에서 길게 운전하고 싶은 경우 

일본의 운전 면허증으로 전환하면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4-3-1-c  일본 운전 면허증에의 변환 

 영어 http://www.pref.ibaraki.jp/kenkei/a03_license/exam/pdf/change_201306.pdf 

(1)조건 

・본국의 운전 면허증이 현재 유효하다.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나라에 취득의 날로부터 합계로 3 개월 이상 체재했다. 

・이바라키현에 살고 있다. 

・재류 기간(비자)이 유효. 

(2)순서 

신청한다→지식의 확인(필기)  →적성 시험→기능의 확인(운전) 

・지식의 확인(필기)은 이하의 언어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영어/중국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페르시아어/타이어/타갈로그어 

・회화(일본어)에서의 심사가 있으므로 일본어를 모르는 경우 통역할 사람을 데려 와 주십시오. 

・ 이하의 나라나 지역의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 있는 경우 지식의 확인(필기)과 기능의 

확인(운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14 년 5 월 현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네델란드, 캐나다, 

한국,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체코,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모나코, 만(25 개국 1 지역) 

 

(3) 창구 
표 4-17 일본의 운전 면허증으로의 변환 수속 

접수장소 이바라키현 경찰 운전 면허 센터 

주소：히가시이바라키군 이바라키마치 나가오카 3783-3 

교통：미토역·북쪽 출입구의 버스 타는곳＃3 으로부터 「운전 면허 센터」

행을 탄다 

→약 30~40 분→종점에서 내린다 

전화 029-293-8811 

접수시간 월요일~금요일의 9 am~10 am 에 운전 면허 센터에서 신청한다 

필요한것 ・주민표(국적이 기재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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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의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전의 면허증이 있는 경우는 그것도 지참) 

※면허증을 취득한 연월일이나 면허증이 교부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 취득/교부의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면허증을

교부한 기관에 물어 주십시오. 

・본국의 운전 면허증의 번역문 

（ 자세하게는 112 페이지 4-3-1-b 일본에서 운전하려면 ①본국의

운전 면허증＋번역문＋패스포트에)） 

・패스포트(이전의 것 ＆ 유효한 것 모두 지참) 

※출입국 날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출입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증명 사진 2 매(세로 3cm×가로 2.4 cm, 탈모, 무배경, 촬영 6 개월 이내)

・재류 카드나 유효한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국제 운전 면허증」이 있는 경우는 지참한다 

※50 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신청하는 경우는 헬멧/글로브/긴소매의 셔츠/긴

바지/구두를 지참한다 

수수료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경우는 교습소에 다녀 시험을 봅니다. 교습도 시험도 모두 일본어입니다. 

비용은 보통 면허의 경우 30 만엔 정도 듭니다. 

 

표 4-18 미토시내의 교습소 

교습소명 주소 전화번호 

이바라키현 자동차 학교 미토시 토우노쵸 260 029-247-6131 

쇼와 자동차 교습소 미토시 센바쵸 1987 029-247-6131 

미토 제일 자동차 학교 미토시 히메고 1-846-2 029-241-0300 

 

4-3-1-d  일본의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후 주소가 바뀌면 

운전 면허 센터(114 페이지의 표 4-17 일본의 운전 면허증으로의 변환 수속) 또는 미토 

경찰서(108 페이지의 4-2-12 경찰·파출소)에서 수속을 해 주십시오. 카드 등 새로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4-3-1-e  일본의 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 번째의 생일의 1 개월 후까지입니다. 그 후는 3 년 또는 5 년마다 

갱신합니다. 

갱신의 시기가 가까워지면 통지의 엽서가 우송되어 옵니다. 반드시 엽서와 면허증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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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센터 (114 페이지의 표 4- 17 일본의 운전 면허증으로의 변환 수속) 또는 미토 

경찰서(108 페이지 4-2-12 경찰·파출소)에 가 주십시오. 자세한젓은 엽서를 봐 주십시오. 

 

4-3-1-f  보험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보험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①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법률로 가입하는 것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고를 냈을 경우 상 의 부상이나 

생명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자동차/기물/당신의 부상이나나 생명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②임의 보험 

자주적으로 가입 합니다. 다양한 보험이 있으므로 자동차/오토바이를 살 때에 가게에서 

상담합시다. 

 

4-3-1-g  자동차 보관 장소 증명(=차고 증명) 

자동차를 보유하려면  차고 증명이 필요합니다. 

①먼저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주차장의 조건 

・집으로부터 2 km 이내 

・주차장의 입구가 충분히 넓다 

・주차범위가 충분히 넓은 등 

② 확보한 주차장에 해 미토 경찰서에서 증명서(차고 증명)를 발행받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 수속이 복잡하므로 자세하게는 미토 경찰서(108 

페이지 4-2-12 경찰·파출소)에 물어 주십시오. 

 

4-3-1-h  차량 검사(=차량검사)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차체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차체는 사고 나서 3 년 후에 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는 2 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자세하게는 자동차/오토바이를 산 가게나 주유소 카 용품점(자동차 용품점) 등에 물읍시다. 

※차량검사는 의무입니다. 받지 않으면 엄중한 벌칙이 있습니다. 

 

4-3-2  오토바이·자전거  

(1) 오토바이 

일본에서, “원부”(125 cc 까지의 원동기 부착 자전거)나, 125 cc 를 넘는 자동이륜차를 타려면  

운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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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법으로서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다(본국의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 있는 사람) 

・일본의 운전 면허증으로 전환한다(본국의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 있는 사람) 

・일본의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다 

등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이바라키현 경찰 (108 페이지 4-2-12 경찰·파출소) 운전 면허 센터 

(114 페이지표 4- 17 일본의 운전 면허증에의 변환 수속)에 물어 주십시오. 

 

②운전의 기본적인 규칙 

・반드시 헬멧을 쓴다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다 

・면허증을 잊었으면 운전하지 않는다 

・휴 전화로 통화나 메일을 하면서 운전하지 않는다 

・차도의 좌단을 달린다 

 

③주차장 

미토역과 아카츠카역의 가까운 곳에는 자전거와 원부를 위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119 페이지의 표 4- 19 미토시 자전거 주차에) 

 

(2) 자전거 

①방범 등록 

자전거를 소유하는 사람은 “방범 등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범 등록을 하면 자전거가 

도둑맞아 발견되었을 경우에 소유자에게로 돌아옵니다. 또 도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범 등록의 수속은 자전거를 사는 가게에서 실시합니다. (등록금：1  500 엔) 

 

②운전의 기본적인 규칙 

・차도 또는 도로측면(보도가 없는 도로에 보행자용으로 그어진 흰 선)의 좌단을 달린다 

・ 보도를 달려도 좋다고 하는 표지가 있을 때나 차도가 위험한 때는 보도를 천천히 

달린다(보도는  보행자를 우선해 왕래가 많은 경우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며 

걷는다) 

・술을 마시면운전하지 않는다 

・휴 전화나 헤드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하지 않는다 

・우산을 쓴채 운전하지 않는다 

・밤에는 라이트를 점등 한다 

・1 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만 

※다만, 이하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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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 이상의 운전자＋4 세 미만 1 명(끈으로 운전자의 등에 고정한다)(그림 4-3) 

・16 세 이상의 운전자＋6 세 미만 1 명(유아용 좌석을 사용한다)(그림 4-4) 

・16 세 이상의 운전자＋6 세 미만 2 명( 「유아 2 명 동승용 자전거」에 태운다)(그림 4-5) 

・아이가 탈 때는 헬멧을 씌운다 

・자전거를 세워  둘때는 반드시 열쇠를 잠근다 

 

그림 4- 3 끈으로 고정 (그림은 돗도리현 경찰본부의 허가를 받아 게재) 

 
 

그림 4-4 유아용 좌석 

 

 

그림 4-5 2 인 동승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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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륜장(미토역/아카츠카역) 

자전거와 원부(50 cc 까지)를 세워 둘 수가 있습니다. 

※ 50 cc 이상의 원부는 주차장에 세워 둘 것. 

※ 자전거의 경우 방범 등록을 해 둡니다. 

 

표 4- 19 미토시 자전거 주차장 

주차장의 이름 전화번호 

미토역 북쪽 출입구/지하 029-228-3220 

미토역 남쪽 출입구/동동·서동 029-224-5140 

아카츠카역 남쪽 출입구 029-252-8381 

아카츠카역 북쪽 출입구 029-255-4108 

시간：6am-11pm 

요금(1 일)：자전거 150 엔, 원부 200 엔(단 1 시간 이내는 무료) 

 

표 4- 20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기간 
자전거 원동기 부착 자전거 

일반 학생 一般
いっぱん

 일반 

1 か月
げつ

 3,000円
えん

1,500円
えん

4,500円
えん

2,250円
えん

 

3 か月
げつ

 7,500円
えん

3,750円
えん

11,250円
えん

5,625円
えん

 

6 か月
げつ

 15,000円
えん

7,500円
えん

22,500円
えん

11,250円
えん

 

1 年 30,000円
えん

15,000円
えん

45,000円
えん

22,500円
えん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는 자전거 주차장 정기 사용 허가 신청서에 기입해 이용일까지 관리 

사무실에 내 주십시오. 자전거 주차장 정기 사용 허가 신청서는 아래의 URL 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city.mito.lg.jp/000271/000273/000284/000335/p000912_d/fil/1.pdf 

※역이나 역의 근처에서는 반드시 주차장에 세워 주십시오. 다른 장소에 세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방치하면 철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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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자전거를 빌린다(렌탈) 

표 4- 21 출 장소 

대대 장소 영업 기간 시간 요금 

미토역 남쪽 출입구의 

동동자전거 주차장 

TEL 029-224-5140 

・토요일, 일요일, 축일 

・1 월 1 일~3 일과 

2 월 20 일~3 월 31 일은 

매일 영업 

（연말은 휴일입니다） 

9am-4pm 

（4 pm 까지 

돌려준다） 

中学生
ちゅうがくせい

以上
いじょう

：500円
えん

 

초등학생：300 엔 

(초등학생이 탈 때는, 

어른도 동반한다) 

출 장소 영영 기기 미기 요요 

센바호 서 주차장 

TEL 029-241-1251 

・매일 

（연말은 휴일입니다） 

  

※미토역 남쪽 출입구에서 빌린 자전거는 센바호 서 주차장에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4-3-3  전철 

(1) 승차 방법 

①표를 산다. 

목적하는 역까지의 표를 1 명 1 장 삽니다. 개찰구의 근처에 있는 자동 매표기에서 살 수 

있습니다. 모를 때나 여행등으로 멀리 갈 때는 「미도리의 창구」에서 사 주십시오. 

②개찰을 통과한다. 

자동 개찰기의 경우는 기계에 표를 통과 시킵니다. 유인 개찰의 경우는(=개찰에 역무원이 

있습니다), 역무원에게 표를 건네줍니다. 

※전송등으로 역의 개찰을 통과 하고 싶은 경우(=전철에는 타지 않는다) 「입장권」을 사 

주십시오. 어른 140 엔, 아이 70 엔입니다. 

 

(2) 미토 근교의 전철의 종류 
표 4-22 전철과 표의 종류 

 멈추는 역 필요한 표 

보통 열차 전부의 역(=각 역) 승차권 

쾌속 열차 일부의 역 승차권 

특급 열차 주요한 역만 승차권＋특급권 

 

(3) 특급 열차를 타려면  승차권 외에 특급권이 필요합니다. 

특급권은 2 종류 있습니다 

①지정석=자신의 좌석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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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유석=자신의 좌석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 만석의 경우는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섭니다. 

지정석보다 요금이 쌉니다. 

※철도 회사에 따라서는 특급권이 필요없는 것도 있습니다. 

 

(4) 그린차(1 등차)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차량입니다. 좌석이 넓고 음료의 판매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토 근교에서는 JR 죠반선의 보통 열차/쾌속 열차/특급 열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린권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역에 있는 「미도리의 창구」나 1 등차 안 에서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열차의 그린 요금에 해서는 전철을 타기 전에 역에서 그린권을 사는 편이 승차 후에 

차내에서 그린권을 사는 것보다 쌉니다. 

※1 등차가 없는 열차도 있습니다. 

 

(5) 자주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전철 자주 타는 사람은 IC카드나 정기권이 편리합니다. 자세한 것은 역에 있는 「미도리의 창구」

에서 물어 주십시오. 

①IC 카드(SUICA 등) 

상당한 금액을 사전에 매표기로 입금합니다. IC 카드를 자동 개찰기에 는 것만으로 개찰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잔액이 부족하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②회수권 

승차권을 11 매 세트로 살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150 엔의 승차권×11 장). 요금은 

10 장분이므로 1 장분 이득을 봅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③정기권 

승차하는 구간을 결정해 삽니다(예를 들면 미토역으로부터 히타치역까지 등). 유효기간내는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구간내를 승하차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1 개월/3 개월/6 개월. 

통근이나 통학에 편리합니다. 

 

(6)승차의 매너·룰 

전차내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승객이 기분 좋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룰이나 매너가 

있습니다. 

 

(7)우선석 

노인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분, 유아를 데리고 있는 분, 임신하고 있는 분등을 위해 보통 

열차의 각 차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석 부근에서, 휴 전화의 전원도 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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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여성 전용 차량 

주로 통근·통학으로 혼잡한 일시에 운행되는 여성만이 승차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 

초등학생 이하의 사내 아이,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분과 그 보호자가 되는 남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전용 차량의 표시는 차내에 붙여지고 있는 핑크색의 스티커입니다. 여성 전용 

차량은 노선 에 따라 운행 구간이나 여성 전용이 되는 시간 등이 설정되어 있어 설정 

시간외는 여성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승차할 수 있습니다. 

 

※이 외  뛰어들기 승차, 차내에서의 화장, 휴 전화의 통화, 통로에 앉아, 눌러 않아 좌석을 

짐으로 점유 하기, 헤드폰으로부터의 소리 누락 등은 폐를 끼치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茨城県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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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노선도 

 

 

 

 

 

 

 

 

 

 

 

 

 

그림 4-2 확 노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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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고속버스 

미토역으로부터 다양한 장소에 고속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2014 년 6 월 현재). 

(1)행선지마다의 정보 

①도쿄역행(버스 회사：이바라키 교통/칸토 철도/JR 버스 관동) 

버스 타는곳 

(아카츠카 경유)：미토역 남쪽 출입구#5, 미토역 북쪽 출입구#9, 다이쿠마치, 아카츠카역 

북쪽 출입구#2 등 

(이바 경유)：미토역 남쪽 출입구#5, 미토역 북쪽 출입구#9, 다이쿠마치, 이바라키 학 등 

(현청 경유)：미토역 남쪽 출입구#5, 이바라키현청 등 

요금 

어른 2,080 엔 어린이 1,040 엔 

승차권을 살 수 있는 장소 

・버스 차내(미토역에서 버스를 탈 때에 지불한다) 

・이바라키 교통의 창구(미토역 북쪽 출입구#7 의 근처) 

・칸토 철도의 창구(미토역 북쪽 출입구#7 의 근처) 

・JR 버스의 창구(미토역 북쪽 출입구#5 의 근처) 

※어른 2 장 세트의 「트윈 티켓」도 있습니다(3,900 엔). 갈때나 돌아올 때도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나 아이와 함께일 때에 편리합니다(1 장으로 어린이 2 명 탈 수 있습니다). 

※아카츠카역으로부터 탈 때, 어른 1,930 엔 어린이 970 엔(트윈 티켓 3,600 엔). 

승차 방법 

미토시내→도쿄：버스를 탈 때 관계자에게 요금을 지불한다. 

또는 승차권/트윈 티켓을 1 장 건네준다. 

도쿄→미토시내：도쿄역의 고속버스 창구에서 버스를 타기 전에 승차권을 산다. 

또 승차권/트윈 티켓을 1 장 건네준다. 

 

②나리타 공항행(버스 회사：이바라키 교통)※예약이 필요합니다 

버스 타는곳：미토역 남쪽 출입구#4 

요금：어른 3,100 엔 어린이 1,550 엔 

승차 방법：예약이 필요합니다. 창구/전화/인터넷/편의점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③하네다 공항행(버스 회사：이바라키 교통)※예약이 필요합니다 

버스 타는곳：미토역 남쪽 출입구#4 

요금：어른 3,600 엔 어린이 1,800 엔 

승차 방법：미토로부터의 버스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전화든지 이바라키 교통의 창구에서 

예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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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타로부터의 버스는 당일, 공항(리무진 버스 티켓 카운터)이나 자동 매표기로 

승차권을 사 주십시오. 

 

④이바라키 공항행(버스 회사：칸토 철도) 

버스 타는곳：미토역 남쪽 출입구#4 

요금：어른 1,030 엔 어린이 520 엔 

승차 방법：탈 때에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⑤우츠노미야행(버스 회사：이바라키 교통) 

버스 타는곳：미토역 남쪽 출입구#4, 북쪽 출입구#9 

요금：어른 1,550 엔 어린이 780 엔 

승차 방법：탈 때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⑥츠쿠바 센터행(버스 회사：칸토 철도) 

버스 타는곳：미토역 남쪽 출입구#4, 북쪽 출입구#8, 다이쿠쵸, 이바라키현청 등 

요금：어른 1,030 엔 어린이 520 엔 

회수권：3,500 엔(어른용, 4 회분 )※운전기사로부터 삽니다. 

승차 방법：탈 때에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또는, 회수권을 1 장 사용합니다. 

 

⑦센다이행(버스 회사：이바라키 교통)※예약이 필요합니다 

버스 타는곳：미토역 남쪽 출입구#4 

요금：(평일) 어른 4,800 엔 어린이 2,400 엔 

(토요일·일요일·축일) 어른 5,000 엔 어린이 2,500 엔 

승차 방법：예약이 필요합니다. 창구/전화/인터넷/편의점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⑧오사카·쿄토행(버스 회사：칸토 철도)※예약이 필요합니다 

버스 타는곳：미토역 남쪽 출입구#4, 다이쿠쵸 등 

요금：어른 10,800 엔 어린이 5,400 엔(오사카역까지) 

어른 9,900 엔 어린이 4,950 엔(쿄토역까지) 

승차 방법：예약이 필요합니다. 창구/전화/인터넷/편의점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2) 예약의 방법 

①버스 회사의 창구에서 예약한다/승차권을 산다 

이바라키 교통：미토역 북쪽 출입구의 버스 타는곳#7 의 근처에 있습니다 

칸토 철도：미토역 북쪽 출입구의 버스 타는곳#7 의 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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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화로 예약한다 

이바라키 교통 고속버스 예약 센터 TEL：029-309-5381 

칸토 철도 미토 영업소 TEL：029-247-5111 

 

③인터넷으로 예약한다(일본어만) 

홈 페이지에서 예약해 크레디트 카드/버스 회사의 창구/편의점등에서 요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자세하게는 각각의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이웨이 버스 닷 컴 

https://www.highwaybus.com/rs-web01-prd-rel/gp/reservation/rsvPlanList?lineId=290 

발차 오~라이넷트 

https://secure.j-bus.co.jp/hon 

 

④편의점에서 예약한다 

계산  옆에 있는 기계로 예약합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버스의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법은, 편의점에서 물어 주십시오. 

예약을 할 수 있는 편의점과 기계의 이름 

・세븐일레븐：「멀티 복사기」 

・패 리 마트：「Fami 포토」 

・로손, 미니 스톱：「Loppi」 

・써클 K, 산크스：「카르와자스테이션」 

(3)참고 

버스 회사의 홈 페이지(일본어) 

이바라키 교통 고속버스 http://www.ibako.co.jp/highway/ 

이바라키 교통 공항 버스 http://www.ibako.co.jp/airport/ 

칸토 철도 고속버스 http://www.kantetsu.co.jp/bus/highway/highway_index.html 

 

4-3-5  버스 

버스에서는 10000 엔·5000 엔의 지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기 전에 반드시 1000 엔의 지폐 

또는 동전(500 엔/100 엔/50 엔/10 엔)을 준비해 주십시오. 

(1) 버스의 승차 방법 

①버스의 뒤의 문에서 들어갑니다. 문의 옆의 기계를 봐 주십시오. 

정리권이 있는 경우 정리권을 뽑아 번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내리는 버스정류장이 가까워지면 버스의 방송을 잘 들어 주십시오. 

③내리는 버스정류장의 이름을 들으면 「하차 버튼」※1 을 누릅니다. 

「하차 버튼」은 벽이나 창의 근처에 있습니다. 

整理券
せいりけん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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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차내 전방의 운임 표시기에 나타나는 「운임 표시」※2 를 봅니다. 

자신의 정리권의 번호와 같은 숫자※3 을 찾아 주세십시오. 

숫자아래에 있는 금액을 준비합니다. 

(정리권이 없는 경우는 「없음」아래를 봅니다) 

⑤운전석옆의 상자(운임상자)의 운임 투입구에 정리권과 돈을 넣어 주십시오. 

부분의 버스에서는 거스름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딱 맞는 금액을 상자에 넣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운임상자의 옆에 환전의 기계가 있습니다. 다만, 2,000 엔 지폐 이상의 고액 지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거스름돈이 나오는 버스도 있습니다. 

 

 

 

 

 

 

 

(2) 회수권·정기권 

버스를 자주 타는 사람은 회수권이나 정기권을 사면 싸고 편리합니다. 

①회수권 

금액(10 엔, 50 엔, 100 엔, 150 엔등)이 쓰여진 권입니다. 1,000 엔분이나 3,000 엔 분의 세트가 

있어 가격보다 많은 금액의 회수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돈과 같이 운임통에 

넣습니다. 회수권은 버스 회사 마다 다릅니다. 

②정기권 

1 개월/3 개월/6 개월의 사이 같은 구간을 몇회라도 탈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구간을 타는 경우(일이나 학교 등, 편리합니다. 정기권은 등록한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보통 정기권보다 싼 「통학 정기권」을 살 

수 있습니다(학생증 또는 통학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회수권이나 정기권은 버스 회사 마다 다릅니다. 구간이 같아도 다른 버스 회사의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속버스의 공통 회수권 등, 다른 버스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3)사는 방법 

회수권：버스 회사의 창구나 버스의 운전기사로부터 살 수 있습니다. 

※2 운임표시 

なし 1 2 3 4 5 6 7 8 9 

320 260 200 160 16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
같은 숫자 

※1
하차버튼 

とま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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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버스 회사의 창구에서 신청서에 기입해 삽니다. 

 

(4) 버스 회사의 창구 

①이바라키 교통 

・미토 역전 안내소：미토역 북쪽 출입구(버스 타는곳#7 의 근처) 

・이바라키 학 앞 영업소：미토시 하카마츠카 3-5-36 

・하마다 영업소：미토시 히가시사쿠라가와 8-4 

②칸토 철도 

・미토 역전 안내소：미토역 북쪽 출입구 (버스 타는곳#7 의 근처) 

・미토 영업소：미토시 스미요시쵸 348 

③JR 버스 관동 

 ・미토 지점：미토역 북쪽 출입구 (버스 타는곳#5 의 근처) 

 

(5) 문의 

  표 4- 23 버스 회사의 연락처 

버스 회사 전화번호 

이바라키 교통(운수 통괄과) 029-251-2335 

칸토 철도(미토 영업소) 029-247-5111 

JR 버스 관동(미토 지점) 029-221-2836 

 

4-3-6  택시·운전 대행 

(1)택시 

①택시의 이용법 

・역전이나 택시 회사의 영업소로부터 탈 수 있습니다. 

・전화로 택시 회사에 마중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요금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소형 택시는 4 명까지 중형/ 형 택시는 5 명까지 함께 탈 수가 있습니다. 

※미토의 택시 회사(이바라키현 전세 자동차·택시 협회 HP 로부터) 

일본어 http://www.ibaraki-hire-taxi.org/list/area_kenou/mito/ 

②요금 

처음의 2 km 까지는 고정 요금(= 「최초구간 운임」)으로 통상 700 엔 전후입니다. 2 km 를 

넘으면 일정한 거리 마다 요금이 오릅니다. 요금은 운전석의 좌측의 미터에 표시됩니다. 

※10 pm-5 am 는 통상의 120%의 요금입니다(= 「심야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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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 행 

일본에서는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을 경우 자동차의 운전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식사하러 가 술을 마셨을 경우는 운전 행의 회사(통칭 「 행」)에 전화합시다. 돌아갈 때에 

당신의 자동차를 신에 운전해 줍니다. 

 

가게의 사람에게 「 행을 부탁합니다」라고 전합니다. 

②운전기사 2 명이 1 의 자동차로 옵니다. 집의 장소를 전해 주십시오. 

③다른 한쪽의 운전기사가 당신의 자동차를 운전합니다(당신은 자신의 자동차를 타 주십시오). 

다른 운전기사는 행 회사의 자동차로 뒤를 쫓습니다.  

④집에 도착하면 요금을 지불합니다. 

※금요일 등 이용자가 많은 날은 행 업자가 오기까지 1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전화해 기 시간을 확인합시다. 

 

4-3-7 이바라키 공항 

소재지： 오미타마시 요자와 1601-55 

TEL：0299-37-2800(8:30 am-8:30 pm) 

(1) 이바라키 공항으로부터 갈 수 있는 도시(2014 년 5 월 현재) 

①국내선 

코베(효고현), 삿포로(홋카이도), 나고야(아이치현), 요나고*1(톳토리현),  

후쿠오카(후쿠오카현), 나하*2(오키나와현) 

②국제선 

샹하이(중국) 

＊１요나고…코베·나고야를 경유합니다 

＊２나하…코베를 경유합니다 

※국내선은 출발 시각의 20 분전까지 탑승 수속(체크·인)을 해 주십시오. 

※국제선은 출발 시각의 1 시간전까지 탑승 수속(체크·인)을 해 주십시오. 

 

(2)항공기의 예약 

①국내선 스카이 마크 예약 센터(TEL：050-3116-7370) 

일본어 http://www.skymark.jp/ja/ 

영어 http://www.skymark.jp/en/ 

한국어 http://www.skymark.jp/ko/ 

중국어 http://www.skymark.jp/zh_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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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제선 춘추 항공 서비스 센터(TEL：0570-666-188) 

일본어 http://j.springairlines.com/jp 

영어 http://www.china-sss.com/en 

한국어 http://www.china-sss.com/kr 

중국어 http://www.china-sss.com/ 

 

(3)외화 환전 

1 층의 로비에서 가능합니다. 

일본엔 ⇔ 인민원, 한국원, 만 달러, 미국 달러, 유로 

 

(4)주차장 

이바라키 공항에는 1300  분의 무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행동안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개장 시간 6 am~10pm 

※단 14 일 이상 주차할 때는 공항 관리 사무소에 신청해 주세요. 

 

(5)미토로부터의 교통 수단 
표 4- 24 이바라키 공항까지의 교통비 

가는 방법 타는곳 걸리는 시간 요금 

버스(고속도로) 미토역·남쪽 출입구 #4 약 40 분 어른 1,030 엔 

초등학생 520 엔 

버스(일반도로로) 미토역·북쪽 출입구#6 약 65 분 어른 1,130 엔 

초등학생 570 엔 

택시 남쪽 출입구 또는 북쪽 출입구 약 40~50 분 약 7,000 엔 

※버스(고속도로)로 좌석을 확보하는 경우는 미취학아도 요금을 지불합니다. 

 

(6)버스 시각표 

일본어 http://www.ibaraki-airport.net/access/bus/mito.html 

영어 http://www.ibaraki-airport.net/en/access/bus/mito.html 

한국어 http://www.ibaraki-airport.net/ko/access/bus/mito.html 

중국어 http://www.ibaraki-airport.net/zh/access/bus/mit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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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그 외의 생활 정보 

4-4-1  복지 

4-4-1-a  개호보험 제도 

고령·병·장해등으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이 자립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 전체로 

지지하는 구조입니다. 

개호=신변을 돌보거나 움직임을 도와주는 일 

(1)개호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호보험에 들어갑니다. 

・40 세~64 세(건강 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로 65 세 이상의 사람(전원) 

・민기본 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①입국 당초의 재류 기간이 3 개월을 넘는 사람 

②입국 당초의 재류 기간이 3 개월을 넘지 않아도 입국했을 때에 입국 목적이나 입국 후의 

생활등에서 3 개월을 넘어 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예외가 있으므로 자세하게는 시청 개호보험과(TEL：029-232-9177)에 물어 주십시오. 

 

(2)개호보험에 들어가면 개호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40 세~64 세 

지불 방법：건강 보험료와 함께 지불합니다. 

금액：들어가 있는 건강 보험 마다 다릅니다. 

 

②65 세 이상 

지불 방법： 

・1 년간의 연금이 18 만엔 이상의 사람은, 연금으로부터 공제됩니다. ( 「특별 징수」) 

・1 년간의 연금이 18 만엔보다 적은 사람은, 납입 통지서를 가져 편의점이나 금융기관에서 

지불해, 또는, 은행 계좌로부터 인출됩니다. ( 「보통 징수」) 

금액：미토시의 경우, 헤세이 24(2012)에서 26(2014) 년도까지에서는, 본인이 시읍면민세 

비과세의 경우의 월액 4,930 엔을 기준액수로서 소득에 응해 조정합니다. 

(개호보험료는 3 년마다 다시 봐 됩니다. 다음번의 재검토는 헤세이 27(2015) 

년도입니다. ) 

 

(3)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와병생활/인지증등으로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시청에 신청해 인정( 「요양 간호」·「요 

지원」)을 받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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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의 흐름 

신청(조사원이 심신 상태를 확인) 

 ↓ 

인정(개호나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확정) 

 ↓ 

케어 플랜(개호 서비스 계획)의 작성 

 ↓ 

이용 개시 

※ 서비스 이용자는, 전체의 비용의 10%를 지불합니다. 

※ 신청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정의 결과가 본인에게 닿습니다. 

 

(4)개호 서비스의 종류 

・자택에서 받는 서비스(=주택 서비스) 

・시설에 입소(입원) 해 받는 서비스(=시설 서비스) 

・지역의 주민만이 받게 되는 서비스(=지역 착형 서비스) 

 

(5)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40 세~64 세에, 특정의 병이 원인으로 「요양 간호」 「요 지원」이라고 인정된 사람 

・65 세 이상으로, 「요양 간호」 「요 지원」이라고 인정된 사람 

 

문의·신청/미토시 시역소“개호보험과”(TEL：029-232-9177) 

 

4-4-1-b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 

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종류나 정도로 응해 수첩이 교부됩니다(먼저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첩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나 전철요금이 싸지거나 다양한 수당이나 지원을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미토시에 거주하고 재류 자격이 필요합니다만 개별의 판단이 필요해서 

자세하게는 미토시 시역소 “장해 복지과”(029-232-9273)에 물어 주십시오. 

 

(1)수첩의 종류 

①신체장애자 수첩 

상：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1 급~6 급 

(장애에 따라서는 일정기간의 후 다시 판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체…시각/청각/평형감각/음성/언어/저작/지체/심장/신장/호흡기/소장/방광/직장/사람의 

면역 부전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 기능/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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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요육수첩 

상：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A(최중증), A(중증), B(중도), C(경도) 

(일정기간 후 다시 판정을 실시합니다) 

 

③정신 장해자 보건복지 수첩 

상：정신의 질환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 

장해의 정도：1 급~3 급 

(일정기간 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2)수첩의 신청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장해 복지과”로 물어 

주십시오. 

문의·신청/미토시 시역소“장해 복지과”(TEL：029-232-9173) 

 

4-4-1-c  의료비의 조성( 「의료복지비 지급 제도」)(통칭：마루후쿠) 

심신에 무거운 장애가 있어 건강 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65 세 이상의 경우는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은 의료비의 조성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의료복지비 지급 제도(마루후쿠제도) 상자 

・신체장애자 수첩 1 급·2 급·3 급(3 급은 내부 장애에 한정한다)인 분 

・요육수첩○A .A 인 분 

・장애연금(신체장애, 지적 장해 또는 정신 장애에 의한다)의 1 급을 수급하고 있는 분 

・특별 아동 부양 수당의 1 급을 수급하고 있는 분 

※65 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가 상입니다 

 

문의/미토시 시역소 “국민 건강 보험 연금과” (TEL：029-232-9166) 

 

4-4-1-d  생활의 원조(「생활보호」) 

힘껏 노력해도 돈이 충분하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원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심사가 있습니다. 

 

이하와 같은 경우는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저금이 있다(→저금을 사용해 주십시오) 

・생활에 불필요한 토지나 집이 있다(→팔아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았다(→능력에 맞추어 일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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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등에게 상담하고 있지 않다(→원조가 가능한가 상담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생활이 곤란했을 때는 미토시 시역소의“생활 복지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문의/미토시 “생활 시역소 복지과”(TEL：029-232-9171) 

 

4-4-2  육아 

(1)육아 정보 

①육아 지원 가이드 북 

임신, 출산, 육아에 한 정보를 정리한 가이드 북입니다. 

시청 아동과, 보건 센터 도서관 육아 지원 센터 등에서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②Web 사이트 「마마후레」 http://mito-city.mamafre.jp/ 

미토시의 육아에 관한 행정 서비스를 알 수 있습니다. 

문의：아동과 (TEL：029-232-9176) 

 

4-4-2-a  조성 제도 

(1)아동수당 

중학 3 학년까지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에게 수당이 지불됩니다. 수급하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문의：미토시 시역소“아동과”(TEL：029-232-9176) 

 

(2) 아이 의료복지비 지급 제도(마루후쿠) 

중학 3 학년까지의 아이가 병원에 걸렸을 때의 의료비를 일부, 시가 보조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문의：미토시 시역소“국민 건강 보험 연금과”(TEL：029-232-9156) 

 

4-4-2-b  고민이나 불안의 상담 

육아에 관한 고민이나 불안을 누구라도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표 4- 25 육아 상담 

상담 내용 상담처 방법 접수 시간 문의·장소 

양육, 복지 
가정 아동 상담실 

(미토시 관공서“아동과”) 

전화

 ・ 

면접

월요일~금요일 

10am-12pm 

1pm-3pm 

미토시 

산노마루 1-5-48 

TEL：029-232-9111

육아 전반 「완파크・ 미토」 

면접 화요일~토요일*

10am-3pm 

미토시 

오오마치 3-4-30 

TEL：029-30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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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밍구・파크 미토」 
면접 일요일~목요일*

10am-3pm 

미토시 혼쵸 1-8-2 

TEL：029-302-3662

※보건사가 없는 날은, 상담할 수 없습니다. 

 

지도 4-9 완파크・ 미토 

 

 

지도 4-10 하밍구・파크 미토 

 

 

4-4-2-c  육아 지원 시설 

(1) 「완파크・ 미토」 「하밍구・파크 미토」(→134 페이지의 표 4- 25 육아 상담) 

・다른 부모와 자식과의 교류나 육아의 고민의 상담등을 할 수 있습니다. 

・넓은 홀에는 장난감/그림책등이 있어 아이를 놀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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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병때나 육아에 지쳐 좀 쉬고 싶을 때 등 일시 보육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려면  회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루 보육은 2100 엔 반나절 보육은 1050 엔 듭니다. 

완파크・ 미토：  화요일~일요일 8:30am-5:15pm 

하밍구・파크 미토：토요일~목요일 8:30am-5:15pm 

(2)미토 패 리·서포트·센터 

・보육소나 유치원등의 송영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수 있습니다. 

・이용하려면  회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1 시간 700 엔 듭니다. 

주소：미토시 우치하라마치 1395-1, 우치바라 출장소 

TEL：029-303-7277 

 

4-4-2-d  장애가 있는 아이에 관한 지원 

장애가 있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 보호자에게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미토시 시역소“장해 복지과”(TEL：029-232-9173) 

 

주된 수당 

①특별 아동 부양 수당 

상：마음·몸·정신에 장애가 있는 20 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 

②장애아 복지 수당 

상：마음·몸·정신에 무거운 장애가 있어 항상 개호가 필요한 20 세 미만의 아이 

③심신장애아 복지 수당 

상：마음.·몸에 무거운 장애가 있고 미토시에 1 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 

 

4-4-2-e  편부모 가정에의 지원 

혼자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보호자에게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주된 수당이나 제도 

①아동 부양 수당 

상：이혼이나 사망등으로 18 세 미만의 아이를 혼자서 기르고 있는 보호자 

이혼이나 사망등으로 부모님이 없는 18 세 미만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양육자 

문의/미토시 시역소“아동과” (TEL：029-232-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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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아 양육 수당 

상：부모님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고교 졸업전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양육자 

문의/미토시 시역소“아동과” (TEL：029-232-9176) 

 

③모자·부자 가정의료복지 제도(마루후쿠) 

편부모 가정의 아이와 보호자가 이미 건강 보험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의 

의료비를 일부시가 조성합니다. 

문의/미토시 시역소“국민 건강 보험 연금과” (TEL：029-232-9166) 

 

4-4-2-f  아이의 보육/교육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아이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시설은 탁아소·보육원 유치원 인정 

어린이원의 3 종류 있습니다. 또 유치원에는 시립, 민간, 국립의 3 종류가 있습니다. 

 

시립 유치원：4 세 또는 5 세 

민간·국립의 유치원：3 세~5 세(시설 마다 다릅니다) 

 

각각의 시설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는 시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표 4- 26 시설의 종류 

시설의 종류 연령 내용 필요한 인정 

보육소/보육원 0-6 세* 

보육 

(부모 신에 아이를  

돌본다) 

2 호 인정 또는 

3 호 인정 

유치원 
시립 유치원：4-6 세* 

민간의 유치원：3-6 세*
교육 1 호 인정 

인정 어린이원 

(유치원과 보육원이 

함께 된 시설) 

3-6 세* 교육과 보육 

1 호 인정 또는 

2 호 인정 또는 

3 호 인정 

* 6 세아는 취학전까지 

표 4- 27 필요한 인정 

시설의 종류 연령 상 시설 신청하는 장소 

1 호 인정 3-5 세 
보육이 필요없는 

아이 

유치원 유치원 

인정 어린이원 인정 어린이원 

2 호 인정 3-5 세 
보육이 필요한 

아이 

보육소(원) 유아 교육과 

인정 어린이원 인정 어린이원 

3 호 인정 0-2 세 
보육이 필요한 

아이 

보육소(원) 유아 교육과 

인정 어린이원 인정 어린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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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받는 방법 

(1) 보육이 필요한 때=2 호/3 호 인정 

・보육소/보육원에 들어가는 경우 

①유아 교육과에 입소/입원을 신청할 때 신청합니다. 

②시로부터 인정증이 교부된 뒤 아이가 들어갈 시설을 시가 결정합니다. 

・인정 어린이원에 들어가는 경우 

①들어가고 싶은 어린이원에 입원을 신청할 때 신청합니다. 

②시로부터 인정증이 교부된 뒤 아이가 들어갈 시설을 시가 결정합니다. 

 

(2) 보육이 필요없을 때=1 호 인정 

・유치원/인정 어린이원에 들어가는 경우 

①들어가고 싶은 유치원/어린이원에 입원을 신청할 때 신청합니다. 

②입원이 내정한 뒤 시로부터 인정증이 교부됩니다. 

 

아이의 보육이 필요한 경우 

①보호자가 낮에 일을 하고 있다(가사 이외). 

②임신하고 있다/출산을 한다/병을 가지고 있다/심신에 장애가 있다. 

③언제나 환자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개호를 하고 있다. 

④어떻게 하든 보육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문의/미토시 시역소 “유아 교육과”(TEL：029-232-9243) 

 

시설에 들어가기 위한 수속き 

(1) 보육소/보육원에 들어가기 위한 수속 

보호자가 일 / 병 / 출산등으로 아이의 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육소나 보육원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보다 긴 시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상：0 세~6 세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이). 

 

4 월부터 들어가는 경우 

①유아 교육과 또는 각 보육소(원)에서 원서를 받는다(10 월경) 

②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쓴다 

③유아 교육과 또는 각 보육소(원)에 원서를 제출한다(12 월경) 

※신청자가 많은 경우, 희망하는 보육소에 입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의 시기에 들어가는 경우 

입소는 매월 1 일부터입니다. 입소를 희망하는 달의 전달의 15 일까지(15 일이 

토요일,일요일,축일일 경우는 바로 전 평일)에 원서를 유아 교육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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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시내의 보육소/보육원의 일람은 표 4-28 공립 보육소, 표 4-29 민간 보육원에 

 

요금 

보육원에 들어갈 때 수수료 들어간 후는 매월 보육료가 듭니다. 금액은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문의 

미토시 시역소 “유아 교육과”(TEL：029-232-9243) 

 

(2)시립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수속아이를 유치원에 넣고 싶은 연도의 4 월 1 일에 4 세 또는 

5 세가 되어 있는 아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시간은 1 일 약 4 시간입니다(9 

am 경∼1 pm 경). 

 

4 월부터 들어가는 경우 

①희망하는 유치원에 가서 원서를 받는다(평일만) 

②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쓴다 

③ ①의 유치원에 원서를 제출한다 

원서의 제출은 들어가고 싶은 연도 전의 해의 11 월초 정도입니다. 자세하게는 유아 

교육과에 물어 주세요. 

 

그 외의 시기에 들어가는 경우 

정원에게 빈 곳이 있으면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원서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써 제출해 주십시오. 

 

요금 

유치원에 들어갈 때는 수수료 들어간 후는 매월 보육료를 지불합니다. 금액은, 보호자의 

소득에 의합니다. 

※보호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시립 유치원：보육료가 싸지는 제도(가정의 수입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만) 

사립 유치원：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그 외 

유치원에 들어가면 「맡기는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 1:30 pm 경∼4 pm 까지 

아이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1 날마다 보육료가 듭니다. (예약이 필요합니다. ) 

 

※미토시내의 시립 유치원의 일람은 표 4- 31 시립 유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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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미토시 시역소 “유아 교육과”(TEL：029-232-9243) 

 

(3) 민간의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수속 3 세, 4 세, 5 세의 아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육료/들어가는 방법/넣는 시기는 유치원에 물어 주십시오. 

※미토시내의 민간 유치원의 일람은 표 4- 32 사립 유치원에 

 

(4)인정 어린이원에 들어가기 위한 수속각각의 인정 어린이원에 직접 물어 주세요. 

※인정 어린이원의 일람에 해서는, 표 4- 30 인정 어린이원(보육소 부분), 표 4- 33 인정 

어린이원(유치원형：유치원이 보육도 실시한다), 표 4- 34 인정 어린이원(유보제휴형：

유치원과 보육원이 다른 시설)에 

 

(5) 일시 보육 

보호자가 용무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육할 수 없는 경우 아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이나 요금은 시설 마다 다릅니다. 

신청/희망하는 시설에 직접 물어 주세요. 

 

일시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표 4-28 공립 보육소, 표 4-29 민간 보육원,  

표 4-30 인정 어린이원(보육소 부분)을 봐 주십시오. 그 외에 이하의 시설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파크・ 미토, 하밍구・파크 미토→134 페이지의 4-4-2-b 고민이나 불안의 상담에 

 

 

미토 패 리·서포트·센터 

주소：미토시 우치하라쵸 1395-1, 우치바라 출장소 

TEL：029-303-7277 

 

 

 

 

 

 

 

 

  
弘道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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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4-11 미토 패 리·서포트·센터 

 

스마일·키즈 

주소：미토시 아카츠카 1-1 아카츠카 미오스 2 층 

TEL：029-353-7753 

 

 

지도 4-12 스마일・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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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공립 보육소 

보육소명 주소 TEL 유아 일시 원뜰 

시라우매보육소 모토요시다쵸 3250-1 029-304-2070 ○ ○ ○ 

스기야마보육소 산노마루 3-12-5  029-221-7219 ○ ○ ○ 

신하라보육소 신하라 2-6-20 029-251-2262 ○ ○ ○ 

미도리오카보육소 미가와쵸 2131-1519 029-241-0707 ○ ○ ○ 

죠우통우보육소 죠우통우 2-6-39 029-231-5972 ○ ○ ○ 

히라스보육소 히라스쵸 1820-7 029-241-1172   ○ 

와타리보육소 호리쵸 480-7 029-224-8908 ○ ○ ○ 

와카미야보육소 와카미야 1-10-30 029-226-3923 ○ ○ ○ 

카와다보육소 카와다 3-2536-2 029-253-1482 ○ ○ ○ 

후타바다이보육소(헤세이

27 년 6 월 무렵까지

가원사) 

후타바다이 

2-19(가원사는 

후타바다이 4-173-6) 

029-252-8749 ○ ○ ○ 

이치노마키보육소 미가와쵸 2131-1741 029-243-8899   ○ 

츠네즈미보육소(헤세이 

27 년 3 월 무렵까지

가원사) 

오오쿠시쵸 789-2 029-269-4592 ○ ○ ○ 

우치하라보육소 우치하라쵸 720-1 029-259-4656 ○ ○ ○ 

※유아：유아 보육( 개 생후 2 개월로부터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일시：일시 보육 

원정：원뜰 개방(미취학아의 부모와 자식에게 원뜰을 개방) 

 

표 4-29 민간 보육원 

보육원명 주소 TEL 유아 일시 원뜰 

세이코카쿠인보육부 신소우 1-4-8 029-221-3973 ○ ○ ○ 

히노데보육원 모토요시다쵸 720-2 029-248-3584 ○ ○  

미와메쿠미보육원 미와 2-198-5 029-252-2583 ○ ○ ○ 

스미레보육원 이이지마쵸 1170-2 029-252-2781 ○ ○ ○ 

히카리보육원 하카마츠카 1-5-18 029-221-0301 ○ ○  

센바보육원 센바쵸 2831-19 029-241-7347 ○ ○ ○ 

스미레 제 2 보육원 히라쿠에쵸 478 029-251-0515 ○ ○ ○ 

코바토보육원 센바쵸 2600-4 029-353-6155 ○ ○  

코바토 보육원 분원 센바쵸 777 029-244-0020 ○ ○  

하야마보육원 센바쵸 1688-3 029-243-0296 ○  ○ 

히바리보육원 히라스쵸 1824-22 029-243-1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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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민간 보육원의 계속) 

보육원명 주소 TEL 유아 일시 원뜰 

스미요시보육원 스미요시쵸 115-1 029-247-8144 ○ ○  

이시카와보육원 이시카와 1-3974  029-252-4007 ○ ○ ○ 

고바토히가시보육원 시부이쵸 402 029-226-4555 ○ ○ ○ 

고바토히가시보육원분원 하마다쵸 54-2 029-231-2095 ○ ○  

노기쿠보육원 사카도쵸 5038 029-225-6692 ○ ○ ○ 

와카나보육원 네모토 2-582 029-231-8237 ○ ○ ○ 

카사하라보육원 카사하라쵸 1827-3 029-243-2439 ○ ○ ○ 

야간 메구미보육원 미와 2-200-7  029-252-6410 ○   

하토피아보육원 오오츠카쵸 1803-2 029-251-1670 ○ ○  

케야키다이보육원 사카도쵸 1578-8 029-304-3311 ○ ○  

츠바사보육원 코이부치쵸 2066-14 029-257-0303 ○ ○ ○ 

코부키보육원 코부키쵸 2305-1 029-305-4154 ○ ○ ○ 

차이루도하우스보육원 카사하라쵸 150 029-241-5007 ○  ○ 

스완보육원 토우하라 3-2-6 029-303-3337 ○ ○  

호우토쿠보육원 카와다쵸 3961 029-306-8860 ○ ○ ○ 

토키와노모리보육원 모토이시카와쵸 2534- 029-306-8296 ○ ○  

제 2 메구미보육원 카와다쵸 425 029-303-5007 ○ ○  

호리아사히어린이원 호리쵸 209-1 029-303-5551 ○ ○ ○ 

루미에르보육원 히라스쵸 1218-1 029-239-3806 ○ ○  

(가)차이루도하우스 

모리노보육원 

(헤이세이 27 년 3 월개설

예정) 

히라스쵸 2366-1 029-241-5007

(차이루도하우

스 보육원) 

   

(가)쯔모미사키 

(헤이세이 27 년 3 월개설

예정) 

카사하라쵸 400-3 029-248-5511

(특별 양호  

노인홈 액티브

하트사카도) 

   

(가)우치하라스완 

(헤이세이 27 년 3 월개설

예정) 

코이부치쵸 2222-1 029-259-3481

(우치하라 스완

개설 준비실) 

   

※유아：유아 보육( 개 생후 2 개월로부터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일시：일시 보육 

원정：원뜰 개방(미취학아의 부모와 자식에게 원뜰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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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인정 어린이원(보육소 부분) 

시설명 주소 TEL 유아 일시 원뜰 

프린세스 릴리 리아

빅토리아 육아실 

히메고 2-751-17 029-253-5553 ○ ○ ○ 

프린세스 릴리

뷔크트리아 육아실분원 

차일드 랜드 육아실 

오오츠카쵸 1863-186 029-254-2711 ○   

※유아：유아 보육( 개 생후 2 개월로부터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일시：일시 보육 

원정：원뜰 개방(미취학아의 부모와 자식에게 원뜰을 개방) 

 

(6) 보육 시설(=인가외) 

표 4-28,표 4-29,표 4-30 에 나타낸 나라가 정한 기준에 준하고 도시나 지방의 지사가 허가한 

시설 이외는 「탁아소」나「베이비 호텔」등의 인가 보육시설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이 있는데 

총칭하여 인가외 보육시설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시설 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희망 시설에 물어 주십시오. 

미토시 HP(일본어) 

http://www.city.mito.lg.jp/000042/000073/hoikushisetsu/p012398_d/fil/ninkagai.pdf 

 

표 4-31 시립 유치원 

유치원명 장소 전화(029-) 

고켄유치원 카나마치 3-2-40 221-7971 

죠우토우 유치원 죠우토우 2-7-11 221-9220 

하마다 유치원  하마다 1-1-2 221-5268 

토키와 유치원 니시하라 1-3-65 221-6426 

미도리오카 유치원 미가와쵸 2563  241-1319 

미가와 유치원 미가와 2-96-18 241-1926 

코토부키 유치원 히라스쵸 1761 241-4595 

이시카와 유치원 이시카와 4-4037-6 252-2990 

센바 유치원 센바쵸 1443-2 243-1022 

쿠니타 유치원 시모쿠니이쵸 2591-1 239-7401 

사카도유치원 사카도쵸 1245-3 247-7980 

이이토미 유치원 이이토미쵸 4420-1 229-8251 

우메가오카 유치원 히메고 1-823-14 253-0097 

요시다가 오카 유치원 모토요시다쵸 1736-9 247-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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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시립 유치원의 계속） 

유치원명 장소 전화(029-) 

카사하라 유치원 카사하라쵸 92-1 243-4124 

이나리다이이치 유치원 오오쿠시쵸 789-7 269-2108 

이나리다이니 유치원 유리가오카쵸 997-204 248-2766 

우치하라 유치원 우치하라쵸 720-1 259-2833 

츠카사토 유치원 아리가쵸 2249-2  259-2624 

 

표 4-32 사립 유치원 

유치원명 장소 전화(029-) 

★미토 유치원 미도리마치 3-9-36 221-6084 

세이보 유치원 고켄쵸 2-4-32 225-6200 

아이온 유치원 미나미쵸 3-4-44 221-5027 

★ 미 토 에 이 코 우 아타고 

유치원 

아타고쵸 10-5 
231-1360 

★와타리유치원  호리쵸 958-4 231-5920 

미도리 유치원 모토요시다쵸 2649-2 247-5657 

요시다 유치원 모토요시다쵸 1977-34 247-5556 

토키와 학 유치원 미와 1-425 232-2680 

★ 미 토 에이코우히라스 

유치원  

히라스쵸 1820-116 
241-3376 

 

표 4-33 인정 어린이원 (유치원형：유치원이 보육도 실시한다) 

이름 장소 전화(029-) 

★프렌드소우유치원 비젠쵸 5-36 221-0781 

★아카츠카 유치원 아카츠카 1-1997 251-9203 

오오츠카 히노마루 유치원 오오츠카쵸 1583 251-8517 

보리 이삭 카와다 유치원 카와다쵸 1183 251-3154 

★아사히 유치원 시부이쵸 254 231-5732 

★와타리유치원 호리쵸 958-4 231-5920 

★(가) 포레스트 릴리 

릴리의 숲유치원 

(헤이세이 27 년 4 월 개설 

예정) 

우치하라쵸 1397-3 

259-2585 

「 ★ 」 의  표가 있는 유치원은 3 세의 생일부터 넣습니다. 보육료/들어가는 방법/넣는 시기는, 

유치원에 물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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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인정 어린이원(유보제휴형：유치원과 보육원이 다른 시설) 

이름 장소 전화(029-)

프린세스 릴리 릴리 유치원(유치원 부분) 나카마루쵸 2052-17 253-3891

프린세스 릴리 리아 빅토리아 육아실(보육소 부분) 히메고 2-751-17 253-5553

프린세스 릴리 빅토리아 육아실분원 

차일드 랜드 육아실 

오오츠카쵸 1863-186 254-2711

릴리 유치원은 유치원과 보육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4-4-3  교육 

일본의 교육과정은 이하가 기본입니다. 

(보육원/보육소/유치원/인정 어린이원)→초등학교(6 년)→중학교(3 년)→고교(3 년)→ 학(4 년)  

이 중 의무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입니다. (반드시 학년은 4 월부터 시작되어 다음의 해의 

3 월에 끝납니다. 학교에는, 국립, 공립, 사립이 있습니다. 

국립···국가가 운영한다 

공립···현이나 시가 운영한다 

사립···학교 법인이 운영한다 

 

4-4-3-a  초등학교·중학교 문의/미토시 시역소“학교 교육과”(029-306-8673) 

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입니다. 아이가 일본국적의 경우 보호자는 아이를 학교에 가게 하 

지 않으면 안됩니다(의무). 아이가 외국적의 경우 보호자는, 아이를 학교에 가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교육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립의 학교라면 일본국적의 아이도 외국적의 

아이도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교과서도 무상). 덧붙여 시립 학교에 가는 경우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어느 학교에 갈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1)초등학교 입학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이※의 보호자에게 이하의 서류가 도착합니다. 

(※아이：4 월 2 일~다음 해의 4 월 1 일에 7 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아이) 

①「취학시 건강진단 통지서」 

주민기본 장에 등록되어 있는 보호자 앞에 전달되는 건강진단의 안내입니다. 입학하기 

전(10 월의 초∼11 월의 초)에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날짜·장소·시간은 

통지서에 써 있습니다. 

②「입학(취학) 통지서」 

입학하는 학교의 안내입니다. 학교의 이름과 입학식(4 월)의 일시가 써 있으므로 아이와 

함께 출석해 주십시오. 통지서는 1 월의 마지막까지 도착합니다. 4 월의 입학식에서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만약 통지가 오지 않을 경우는 빨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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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TEL：029-306-8673)에 연락해 주십시오. 

 

(2) 중학교 입학 

초등학교 6 학년 아이의 보호자에게 1 월의 말까지 「입학(취학)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입학하는 학교의 이름이나 입학식의 일시가 써 있습니다. 4 월의 입학식에서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통지서가 오지 않을 경우는 “학교 교육과” (029-306-8673)에 물어 주십시오. 

※입학하기 전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의 일시는 학교에 물어 주십시오. 

 

(3) 편입(해외에서 일본으로 왔을 때) 

①“학교 교육과”로 서류(= 「편입학 허가 신청서」)에 기입해 제출합니다. 

※패스포트와 재류 카드를 가져 가 주십시오. 

②심사가 있어 심사를 통과하면 「편입학 통지서」가 옵니다. 

③편입하는 학교의 이름과 주소를 가르쳐 줍니다. 

④「편입학 통지서」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수속을 합니다. 

 

(4 전학(일본 안에서 다른 학교로 옮길 때) 

이사 등으로 전학(다른 학교로 옮긴다)을 하기 위해서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미토시외의 초등학교·중학교→미토시내의 초등학교·중학교  

①지금까지 있던 학교로부터 「재학 증명서」와「교과서 급여증명서」를 받아 주십시오. 

②미토시 시역소 시민과 또는 각 출장소에서 전입 수속을 해 주십시오. 수속 종료후, 그 

자리에서 「전입학 통지서」를 받아 주십시오.   

③이 3 가지를 가지고 전입처의 학교에서 수속을 해 주십시오. 

 

・미토시내의 초등학교·중학교→미토시내의 초등학교·중학교 

①지금까지 있던 학교로부터 「재학 증명서」와「교과서 급여증명서」를 받아 주십시오. 

②미토시 시억소 시민과 또는 각 출장소에서 주민표 이동의 수속을 해 주십시오. 수속 

종료후 그 자리에서 「전입학 통지서」를 받아 주십시오. 

③이 3 가지를 가지고 전입처의 학교에서 수속을 해 주십시오. 

 

・미토시내의 초등학교·중학교→미토시외의 초등학교·중학교 

①지금까지 있던 학교로부터 「재학 증명서」와「교과서 급여증명서」를 받아 주십시오. 

②미토시 관공서 시민과 또는 각 출장소에서 전출 수속을 해 주십시오. 

③그 후의 수속은 각 자치체에 따라 다르므로 전입 수속 때에 묻든지 미리 이사 가는곳 

자치체의 교육위원회에 물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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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어를 잘 할 수 없다 

일본어를 잘 할 수 없는 아이를 위해서 자원봉사 그룹 「세키레이노카이」가 일본어의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시내의 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상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 선생님이나 미토시 국제 교류 협회(4-9 국제 교류 센터에 해)에 

상담해 주십시오. 

 

(6) 취학 원조 제도 

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해 하고 있는 경우는 

필요한 비용(급식·소풍·학교에서 사용하는 도구등)의 원조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상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가정 또는 비슷한 경제 상황의 가정입니다(133 페이지 

4-4-1-d 생활의 원조( 「생활보호」)). 자세하게는 담임의 선생님이나 “학교 교육과” (155 

페이지의 표 4- 42 미토시 시역소 담당과 일람)에 물어 주십시오. 

 

4-4-3-b  고등학교(고교)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고교 졸업의 자격이 없으면 취직할 때에 

불리합니다. 또 낮에 다니는 「전일제」와 밤에에 다니는 「정시제」가 있습니다. 더우기 

보통과·상업과·가정과 등 여러가지 학과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면  일본의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또, 입학 시험을 치뤄 

합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립의 입학 시험은 3월 사립의 입학 시험은 1월~2월입니다. 사전에 

서류(= 「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공립(현립) 고등학교에 해 이바라키현 교육청“고교 교육과”(TEL：029-301-5245) 

    사립 고등학교에 해 이바라키현 총무부 총무과“사립 학교 진흥실” 

(TEL：029-301-2249) 

 

(1) 외국적의 학생을 위한 시험  (= 「외국인 학생의 특례 입학자 선발」) 

현립의 고등학교에서는 외국적의 학생을 위해서 통상의 입학 시험과는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는 것은 1 개의 학교에 2 명까지입니다. 

필요한 조건(이하  전부) 

・외국적으로 일본에 입국 후 3 년 이내 

・전일제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이바라키현에 살고 있다, 또는 입학하기까지 

이바라키현에 살 예정 

・정시제의 경우 이바라키현에 살고 있다, 또는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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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현립고교에 출원하고 있지 않다 

 

(2) 외국인 학교 

외국인 학교란 인터내셔널·스쿨이나 특정의 나라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입니다.  외국인 

학교의 졸업 자격은 일본의 교육제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일본의 

고등학교나 학을 수험하는 경우에 자격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경우는 「중학교 졸업 

정도 인정 시험」이나 「 고 등 학 교  졸업 정도 인정 시험」을 치뤄 합격하면 일본의 

교육제도로 인정됩니다. 자세하게는 물어 주십시오.  

 

「중학교 졸업 정도 인정 시험」에 해 

문의：이바라키현“의무 교육과”(TEL：029-301-5220) gikyo@pref.ibaraki.lg.jp 

「고등학교 졸업 정도 인정 시험」에 해 

문의：이바라키현“생애학습과”（TEL：029-301-5313） shogaku@pref.ibaraki.lg.jp 

 

※ 그 밖에 전문의 기술이나 직업을 가르치는 전수학교등이 있습니다(주된 상：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4-4-3-c  대학 

학에는 나라에 의해 설치된 국립 학과 현이나 시에 의해 설치된 공립 학, 학교 법인등에 

의해 설치된 사립 학이 있습니다. 취학하는 기간이 짧은 단기 학도 있습니다 

국립 학·공립 학에 들어가고 싶은 경우 보통은 우선 센터 시험을 봅니다. 그 후 각각의 

학의 입학 시험을 치릅니다 

센터 시험：전국에서 행해지는 공통의 시험입니다. 수험생은 지망하는 학에서 결정된 과목을 

선택해 칩니다. 

입학 시험：센터 시험의 점수가 낮으면  시험을 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방법은 

학이나 학부 마다 다릅니다. 자세하게는 학에 직접 물어 주십시오. 

 

（ 사립 학은, 학 마다 입학 시험의 방법이 다릅니다. 자세하게는 학에 직접 물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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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시내에는 다음의 학이 있습니다. 

표 4-35 미토 시내의 학・단기 학 

명칭 종류 장소 전화번호  

이바라키 학 국립 미토시 분쿄 2-1-1 029-228-8064 

토키와 학 사립 미와 1-430-1 029-232-0007 

토키와 단기 학 사립 미와 1-430-1 029-232-0007 

 

학원을 설치하고 있는 학이나 학원 학도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각 학에 물어 

주십시오. 

 

4-4-3-d  특별 지원 교육 

(1) 유아의 말・마음의 교실 
표 4-36 유아의 말・마음의 교실 

교실명 장소 전화번호 

하마다 유치원  히마와리 학급 미토시 하마다 1-1-2 029-221-6701 

토키와 유치원 스기노코 학급 미토시 니시하라 1-3-65 029-221-6426 

미도리오카 유치원 단포포 학급 미토시 미가와쵸 2563 029-244-6220 

상：말이나 마음의 발달이 걱정이 되는 4~5 세의 아이(미토시에 살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2 특별 지원 학급 등 

시립의 일부 초등학교·중학교에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별한 교실이 있습니다. 우선은 

종합 교육 연구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그 후, 여러가지 전문가가 자세하게 조사해 아이에게 

있어 제일 좋은 지도 방법을 생각합니다. 

 

(3) 특별 지원 학교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학교 또는 종합 교육 

연구소에 물어 주십시오. 

  



151 
 

표 4-37 미토시 근교의 특별 지원 학교 

학교명 장소 전화번호  

현립 맹아 학교(눈이 부자유) 미토시 하카마츠카 1-2-1 029-221-3388 

현립 미토 농아 학교(귀가 부자유) 미토시 센바쵸 2863-1 029-241-1018 

현립 미토 특별 지원 학교 미토시 요시자와쵸 3979 029-247-5924 

현립 미토 이이토미 특별 지원 학교 미토시 이이토미쵸 3436-20 029-229-7453 

현립 우치하라 특별 지원 학교 미토시 코이부치쵸 2570 029-259-5813 

현립 미토 고등 특별 지원 학교 미토시 시모오오노쵸 6212 029-269-6212 

현립 토모베 히가시 특별 지원 학교 카사마시 코이부치 6528-1 0296-77-0647 

이바라키 학 교육학부 부속 

특별 지원 학교 

히타치나카시 츠다 1955 029-274-6712 

 

문의 미토시 종합 교육 연구소(TEL：029-244-1331) 

 

4-4-4  일본어 

(1) 일본어 교실(자원봉사) 

어른을 위한 교실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요일에 맞춰 누구라도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소：미토시 국제 교류 센터 → 165 페이지 4-9 미토시 국제 교류 센터 

표 4-38 미토시 국제 교류 센터의 일본어 교실 

요일 그룹명 시간 레벨 1 회의 비용

화요일 오르비스 10am-12pm 초급·중급 ￥ 500 

수요일 프렌드리 네이버후드 10am-12pm 초급·중상급 ￥ 300 

수요일 메사후렌드십 10am-12pm 일상 회화· 한자 ￥ 300 

목요일 소피아 10am-12pm 초급 ￥ 300 

금요일 메사후렌드십 10am-12pm 초급·중급 ￥ 500 

토요일 러브 닐 10am-12pm 초급·중급·상급 ￥ 500 

 

장소：이바라키현립 현민 문화 센터 분관 →168 페이지 4-10 상담 창구에 

표 4-39 이바라키현립 현민 문화 센터 분관의 일본어 교실 

요일 그룹명 시간 레벨 1 회의 비용

목요일 후지노카이 6:30pm-8:30pm 입문으로부터 상급까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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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미토 그리스도 교회 

※학생이 많은 경우는 수업을 받을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 4-40 미토 그리스도 교회의 일본어 교실 

요일 그룹명 시간 레벨 1 회의 비용

화요일 아가페 6pm-7:30pm 초급·중급 ￥100  

목요일 아가페 6pm-8pm 초급·중급·상급 ￥100  

 

지도 4-13 미토 그리스도 교회 

 

 

(2) 일본어 학교 

①미토 국제 일본어 학교 

상 

・자신의 나라에서 학교 교육을 12 년 이상 받은 사람 

・일본어 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의 학원/ 학/단기 학/전문학교등에 진학하고 싶은 

사람 

일본어：http://www.mito-nihongo.jp/JP/index.html 

영 어：http://www.mito-nihongo.jp/En/index.html 

중국어：http://www.mito-nihongo.jp/Ch/index.html 

중국어：http://www.mito-nihongo.jp/Ko/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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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히타치 학원 

상 

・자신의 나라에서 학교 교육을 12 년 이상 받은 사람 

・학교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5 년 이내의 사람 

일본어：http://www.hitachi-l-s.com/jp/ 

영 어：http://www.hitachi-l-s.com/eng/ 

중국어：http://www.hitachi-l-s.com/cn/index.html 

한국어：http://www.hitachi.or.kr/ 

 

(3) 일본어 능력 시험(JLPT) 

정부에 의한 일본어 능력의 시험입니다. 일본에서도 국외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매년 7 월과 12 월입니다(국외 회장에서는 어느 한쪽만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시험날의 약 3 개월 전입니다. 

일본어, 영어：http://info.jees-jlpt.jp/ 

 

4-4-5  일 

일본에서 일을하려면  우선, 당신의 재류 자격(비자)을 확인해 주세요. 비자에는 각각 활동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 당신의 비자는 

①일하는 것이 허가되고 있습니까? 

②어떤 일이 허가되고 있습니까? 

비자로 허가되어 있지 않은 일을 희망할 때는 입국관리국(66 페이지 4-1-1 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해 자격외 활동의 허가를 받아 주십시오. 

 

(2) 일을 찾고 싶거나 취직하기 위해서 지도를 받고 싶다 
표 4-41 헬로우 워크( 「공공직업 안정소」) 

요일 시간 

월요일·화요일 8:30am-6:30pm 

수요일·목요일·금요일 8:30am-5:15pm 

토요일( 제 2, 제 4 만) 10am-5pm 

 

영어 포르투갈어 → 월요일·화요일·수요일, 10am-12pm & 1pm-3pm 

장소：미토시 스이후쵸 1573-1 

TEL：029-231-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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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신쥬쿠 외국인 고용 지원·지도 센터 

일본어 http://tokyo-foreigner.jsite.mhlw.go.jp/gaikokujin_center_goannai.html 

영 어 http://tokyo-foreigner.jsite.mhlw.go.jp/english/spec_1/about/info_1.html 

중국어 http://tokyo-foreigner.jsite.mhlw.go.jp/chinese/info.html 

 

(3) 노동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고 싶다(임금/노동 시간/휴가/차별/해고 등) 

이바라키 노동국(노동조건 상담 코너) 

영어 스페인어 → 화요일· 제 1 목요일 

중국어 → 월요일· 제 1 금요일 

9am-12pm, 1pm-4:30pm 

장소：미토시 미야마치 1-8-31 

TEL：029-224-6214 

 

지도 4-14 이바라키 노동국 

 

 

 

 

 

 

 

 

 

 

 

  

偕楽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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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미토 시역소 

표 4-42 미토시 시역소의 담당과 일람 

주된 업무 건물 담당 과 내용 TEL 

수속 

A 시민과 주민 등록, 호적, 인감 등록, 

신축계, 증명서의 발행 

029-232-9156

 

A 국보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료복지, 

후기 고령자 의료 

029-232-9166

 

A 시민세과 시·현민세(신고), 소득 증명서, 

과세 증명서, 오토바이(125 

cc 이하)의 등록·폐차·명의 변경 

029-232-9138

 

A 징세과 세금(납부·납기), 납세 증명서 029-232-9145

A 자산세과 집을 부셔뜨렸을 때나, 토지나

가옥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의

수속 

029-232-9141

B 지역 안전과 교통 안전, 방범, 방재, 방치 자전거 029-232-9152

B 위생 관리과 소변의 처리, 장례식장, 시영

묘지 

029-232-9160

일상생활·  

거주지·  

마을만들기 

C 수도부 요금과 수도(사용 개시＆중지, 요금) 029-231-4111

C 수도부 급수과 (누수,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공사의 신청) 

029-231-4112

D 하수도 관리과 하수도의 접속, 사용료 029-259-2211

E 건축 지도과 건물을 지을 때 029-232-9210

E 주택정책과 시영 주택(입주 신청) 029-232-9200

D 도로 관리과 시도의 관리 029-232-9195

B 환경과 환경보전, 공해 책, 조수 보호 029-232-9154

복지 

A 개호보험과 개호보험 제도에 관한 일 029-232-9177

A 고령 복지과 고령자 복지 서비스, 고령자의

시설, 고령자의 사회참가, 지역

포괄 지원 센터 

029-232-9174

 

A 장해 복지과 장애자 수첩의 교부, 

장애자에게로의 수당, 장애자 복지

서비스, 자립을 돕는 의료  

029-232-9173

 

A 생활 복지과 생활보호, 주택수당 029-232-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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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미토시 시역소의 담당과 일람 계속) 

주된 업무 건물 담당 과 내용 TEL 

복지 
A 복지 총무과 재해 문병, 인권옹호, 민생 위원,  

아동 위원 

029-232-9169

육아 

교육 

A 아동과 아동수당, 아동 부양 수당, 유아

양육 수당, 육아 지원, 일시 보육, 

학동 클럽, 상담 

029-232-9176

A 유아 교육과 유치원, 보육소 029-232-9243

F 학교 교육과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 원조 

교통유아의 취학 장려금 
029-306-8673

쓰레기와 

리사이클 

B 쓰레기 책과 쓰레기 전반 029-232-9114

시정 정보와 

시민참가 

B 시민 상담실 법률이나 행정의 상담, 시의 

제도에의 의견 
029-232-9109

B 미토의 매력 

발신과 

「홍보 미토」 
029-232-9107

E 시민 생활과 반상회, 자치회 029-232-9151

 문화 교류과 예술·문화의 진흥, 국제 교류, 평화

사업, 시민 회관에 관해서  
 

 

A. 산노마루 임시 청사(미토역·북쪽 출입구로부터 걸어 약 10 분 ) 

주소：미토시 산노마루 1-5-48/TEL：029-224-1111( 표 전화번호) 

 

지도 4-15 산노마루 임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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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청사 남쪽 임시 청사 

주소：미토시 중앙 1-4-1 

C. 미토 제일 빌딩 

주소：미토시 중앙 2-7-33 

D. 본청사 앞 임시 청사 

주소：미토시 중앙 1-4-1 

E. 시민 회관 동쪽 임시 청사 

주소：미토시 중앙 1-4-1 

 

지도 4-16 본청사 주변의 임시 청사 

 

 

 

 

 

 

 

 

 

 

 

 

 

  

千波湖 



158 
 

F. 미토시 종합 교육 연구소 

주소：미토시 카사하라쵸 978-5/TEL：029-244-1331 

 

지도 4-17 미토시 교육 종합 연구소 

이 밖에도 3 개의 「출장소」가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는 증명서의 발행이나 주민 등록·호적·인감 등록·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등이 일반적인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우치바라 출장소 

주소：미토시 우치하라쵸 1395-1/TEL：029-259-2211 

지도 4-18 미토시 시역소 우치하라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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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츠카 출장소 

주소：미토시 오오츠카쵸 1851-5/TEL：029-251-3211 

지도 4-19 미토시 관공서 아카츠카 출장소 

 

 

●츠네즈미 출장소 

주소：미토시 오오쿠시쵸 2134/TEL：029-269-2111 

지도 4-20 미토시 시역소  츠네즈미 출장소 

 

 

4-5  관혼상제 

관혼상제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옛부터 중요하게 여겨져온 

의식/행사를 말합니다. 주로, 경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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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이므로 검은 어두운 색은 피해 화려한 색의 복장을 합시다. 남성의 경우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에 흰 넥타이가 일반적입니다. 

 

4-5-3  장례식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장례 또는 고별식에 참례합니다. 장례는 고별식의 전날 밤에 실시합니다. 

복장은 여성은 검은 옷, 남성은 검은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합니다. 장례나 고별식에 참례하는 

경우는 「부의」라고 불리는 돈을 준비해 전용의 봉투인 「부의봉투」에 넣어 접수로 건네줍니다. 

부의 봉투에 넣는 돈은 신 지폐는 넣어서는 안됩니다. 

 장례…친척이나 친한 사람 등 죽은 사람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이 참례해 죽은 사람과의 

마지막 이별을 합니다. 

 고별식…죽은 사람과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참례해 죽은 사람과의 작별의 의식을 실시합니다. 

 ※현재에는 특히 결정지어진것은 없고 장례나 고별식의 어딘가에 참례합니다. 

 

①「제」… 제사, 추석 

  사람이 죽은 후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제사」나 「추석」이 있습니다. 

 

②제사 

제사는, 죽은 날로부터 7 일째의 「7 일째」나  1 년 후의 「일주기」 등  단락이 되는 날에 

행해집니다. 7 일째·일주기·삼회기·칠회기·십삼회기·삼십삼회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서 49 일째에, 사후의 세계에 간다고 하고 있어 「사십구일재」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제사는 각각의 집의 사정등에 의해 전부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친척이나 죽은 

사람과 친했던 친구를 초 해 실시합니다. 

 

③봉 (추석) 

추석이란 죽은 조상의 영혼을 모시는 행사입니다. 조상의 영혼이 집에 돌아온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8 월 13 일~16 일까지의 4 일간을 「추석」이라고 부르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살고 있는 지역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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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본의 축일 

표 4-43 일본의 축일 

1 월 1 일 설날 

1 월 제 2 월요일 성인의날 

2 월 11 일 건국기념일 

춘분일(3 월 20 일부터 21 일경) 춘분의 날 

4 월 29 일 쇼와의 날 

5 월 3 일  헌법기념일 

5 월 4 일 식목일 

5 월 5 일 어린이의 날 

7 월 제 3 월요일 바다의날 

8 월 11 일(2016 년부터) 산의 날 

9 월 제 3 월요일 경로의 날 

추분일(9 월 23 일경) 추분의 날 

10 월 제 2 월요일 체육의 날 

11 월 3 일 문화의 날 

11 월 23 일 근로감사의 날 

12 월 23 일 천황 생일 

 

4-7  도량형 환산표 

 

표 4-44 길이 

센티미터
（cm）

미터
（m）

킬로미터
(km)

인치
(″)

피트
(ft)

야드
(yd)

마일
(mi)/(ml)

1 0.01 ― 0.393 0.032 0.019 ―
100 1 0.001 39.37 3.280 1.0936 ―

― 1,000 1 ― 3,280.8 1093.6 0.6214
2.53 0.025 ― 1 0.083 0.0277 ―

30.47 0.304 ― 12 1 0.333 ―
91.44 0.914 ― 36 3 1 ―

― 1,609.30 1.609 ― 5,280 1,7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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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5 면적 

제곱미터

（㎡）

아르
（ａ）

헥타르
（ha）

제곱킬로미

터   （k㎡）

제곱피트

(ft2)

에커
(ac) 평

1 0.01 ― ― 10.764 ― 0.302
100 1 0.01 ― 0.107 0.0247 30.25

― 100 1 0.01 0.001 2.4710 3,025
― ― 100 1 ― 247.10 ―

0.092 0.0009 ― ― 1 ― 0.028
0.836 0.0084 ― ― 9 ― 0.252

4,046.90 40.469 0.404 0.004 ― 1 1224.18
3.305 0.033 ― ― 35.584 0.0008 1  

 

표 4-46 무게 

킬로그램

（kg）

미터톤
온스
（oz） 파운드（lb）

톤

（미국）
1 0.001 35.270 2.2046 0.0011

1,000 1 0.0353 ― 1.1023
0.283 ― 1 0.0623 ―

0.4536 ― 16 1 ―
907.2 0.9072 ― 2,000 1  

 

표 4-47 용량 

리터

（ｌ）

갈론
（미국）

갈론
（영국）

1 0.2642 0.2200
3.7853 1 0.8327
4.5459 1.2010 1  

 

온도 

оF(화씨온도)=1.8×оC(섭씨온도) + 32 

оC(섭씨온도)=【оF(화씨온도)－32】 ÷ 1.8 

 

 

 

 

 

 

 

 

  
水戸市国際交流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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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일본연호·서기 조견표 
표 4-48 일본연호·서기 조견표 

 일본연호 읽는 법：명치(메이지), 정(타이쇼), 소화(쇼와), 평성(헤세이) 

일본연호  서기 일본연호  서기 일본연호 서기 일본연호  서기 

메이지 45  
1912 

쇼와 12  1937 쇼와 39 1964 헤세이 2  1990 

타이쇼간ㄴ넨  쇼와 13  1938 쇼와 40 1965 헤세이 3  1991 

타이쇼 2  1913 쇼와 14  1939 쇼와 41 1966 헤세이 4  1992 

타이쇼 3  1914 쇼와 15  1940 쇼와 42 1967 헤세이 5  1993 

타이쇼 4  1915 쇼와 16  1941 쇼와 43 1968 헤세이 6  1994 

타이쇼 5  1916 쇼와 17  1942 쇼와 44 1969 헤세이 7  1995 

타이쇼 6  1917 쇼와 18  1943 쇼와 45 1970 헤세이 8  1996 

타이쇼 7  1918 쇼와 19  1944 쇼와 46 1971 헤세이 9  1997 

타이쇼 8  1919 쇼와 20  1945 쇼와 47 1972 헤세이 10  1998 

타이쇼 9  1920 쇼와 21  1946 쇼와 48 1973 헤세이 11  1999 

타이쇼 10  1921 쇼와 22  1947 쇼와 49 1974 헤세이 12  2000 

타이쇼 11  1922 쇼와 23  1948 쇼와 50 1975 헤세이 13  2001 

타이쇼 12  1923 쇼와 24  1949 쇼와 51 1976 헤세이 14  2001 

타이쇼 13  1924 쇼와 25  1950 쇼와 52 1977 헤세이 15  2003 

타이쇼 14  1925 쇼와 26  1951 쇼와 53 1978 헤세이 16  2004 

타이쇼 15  
1926 

쇼와 27  1952 쇼와 54 1979 헤세이 17  2005 

쇼와간  쇼와 28  1953 쇼와 55 1980 헤세이 18  2006 

쇼와 2  1927 쇼와 29  1954 쇼와 56 1981 헤세이 19  2007 

쇼와 3  1928 쇼와 30  1955 쇼와 57 1982 헤세이 20  2008 

쇼와 4  1929 쇼와 31  1956 쇼와 58 1983 헤세이 21  2009 

쇼와 5  1930 쇼와 32  1957 쇼와 59 1984 헤세이 22  2010 

쇼와 6  1931 쇼와 33  1958 쇼와 60 1985 헤세이 23  2011 

쇼와 7  1932 쇼와 34  1959 쇼와 61 1986 헤세이 24  2012 

쇼와 8  1933 쇼와 35  1960 쇼와 62 1987 헤세이 25  2013 

쇼와 9  1934 쇼와 36  1961 쇼와 63 1988 헤세이 26  2014 

쇼와 10  1935 쇼와 37  1962 쇼와 64 
1989 

헤세이 27  2015 

쇼와 11  1936 쇼와 38  1963 헤세이간간 헤세이 28  2016 

※「원년」：「1 년」이라는 것. 쇼와 원년=쇼와 1 년. 

※메이지 45 년은 1912 년 7 월 30 일까지. 타이쇼 원년은 1912 년 7 월 30 일부터. 

 타이쇼 15 년은 1926 년 12 월 25 일까지. 쇼와 원년은 1926 년 12 월 25 일부터. 

 쇼와 64 년은 1989 년 1 월 7 일까지. 헤세이 원년은 1989 년 1 월 8 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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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미토시 국제 교류 센터에 대해 

미토시 국제 교류 센터 

주소：미토시 비젠쵸 6-59 

TEL：029-221-1800 FAX：029-221-5793 

E-mail：mcia@mito.ne.jp URL：http://www.mitoic.or.jp 

개관 시간：9:00 am~9:00pm 

휴관일：월요일, 축일, 연말연시 

(월요일이 축일 일때는 화요일도 휴관입니다) 

 

지도 4-21 미토시 국제 교류 센터 

 

미토시 국제 교류 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것 

(1) 자원봉사 그룹에 의한 일본어 교실 
표 4-49 일본어 교실 시간표 

요일 그룹명 시간 레벨 
요금 

(1 회) 

화 오르비스 

10:00~12:00

초급, 중급 ￥500 

 

수 

프렌드리 네이버후드

재패니스 클럽 
초급, 중상급 ￥300 

메사프렌드십 자유 회화 ￥300 

목 소피아 초급 ￥300 

금 메사프렌드십 초급, 중급 ￥500 

토 러브 닐 초급, 중급, 상급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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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요살롱 

여러가지 언어로 시민과 회화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를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일시：매월 제 1, 3, 4 토요일(예정이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 

장소：미토시 국제 교류 센터 2 층 로비 

 

(3) 국제 교류 파티등의 이벤트 

1 년에 2 회 큰 파티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을 위한 일본 요리 강좌나 일본 문화 체험 이벤트도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센터에서 배포하는 광고지, 외국인을 위한 생활 정보지 「Culture Pot Mito」, 

미토시 국제 교류 협회의 홈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 외국인을 위한 이벤트(스키 교실이나 시내 견학) 

자세하게는 센터에서 배포하는 광고지나 외국인을 위한 생활 정보지 「Culture Pot Mito」, 미토시 

국제 교류 협회의 홈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 외국인 상담 

센터의 창구나 전화로 여러가지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수 시간은 개관일의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 15 분까지입니다. 

 

(6) 연수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회장의 출 

국제 교류의 이벤트나 연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방을 출이라고 있습니다. (단체에 해서 출. 

개인에게는 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교류협회에 오거나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한 후 사용하는 날의 3 일전까지 교류협회에 와서 

수속을 하고 사용료를 지불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이용할 때는 사용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사용하는지를 알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용의 목적에 

따라서는, 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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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표 4-50 시설의 예약 접수 기간 

 국제 교류 목적 국제 교류 이외의 목적 

다목적 홀 사용하는 날의 6 개월 전부터 3 일전까지
사용하는 날의 2 개월 전부터

3 일전까지 
연수실, 실습실, 

조리실, 일본식 방 
사용하는 날의 3 개월 전부터 3 일전까지

 

표 4-51 출 시설과 사용료 

실명 

Rooms 

층 

Floor 

정원 

Capacity 

사용시간별 요금 

Fees 

다목적 홀 

Hall 

3 층 

3rd 

90 명 

(의자 사용) 

120 명 

(의자 없이) 

오전 (9am-noon) \3,600 

오후 (1-5pm) \4,800 

야간 (6-9pm) \4,800 

종일 (9am-9pm) \13,200 

연수실 

1，2，3 

Study Room #1-3 

3 층 

3rd 
각 30 명 

오전 (9am-noon) \1,800 

오후 (1-5pm) \2,400 

야간 (6-9pm) \2,400 

종일 (9am-9pm) \6,600 

실습실 

Training Room 

3 층 

3rd 
30 명 

오전 (9am-noon) \1,800 

오후 (1-5pm) \2,400 

야간 (6-9pm) \2,400 

종일 (9am-9pm) \6,600 

조리실 

Cooking Room 

3 층 

3rd 
24 명 

오전 (9am-noon) \1,800 

오후 (1-5pm) \2,400 

야간 (6-9pm) \2,400 

종일 (9am-9pm) \6,600 

일본식 방 

Japanese Style 

Room 

3 층 

3rd 
24 명 

오전 (9am-noon) \1,200 

오후 (1-5pm) \1,800 

야간 (6-9pm) \1,800 

종일 (9am-9pm) \4,800 

국제 교류 목적은 무료입니다. (심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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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상담 창구 

이바라키현립 현민 문화 센터 분관 

주소：미토시 센바쵸 우시로가와 745, 2 층 

외국인 상담 센터(이바라키현 국제 교류 협회) 

TEL：029-244-3811 

법률, 노동, 재류 자격, 결혼, 이혼, 교육, 생활 등, 9 언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표 4-52 각 언어로 상담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 

일본어 월요일~금요일, 8:30am-12pm, 1pm-5pm  

영어 월요일~금요일, 8:30am-12pm, 1pm-5pm  

한국어 화요일, 8:30am-12pm, 1pm-5pm  

http://iia.sakura.ne.jp/kokusai/korea/advice/index.html 를 본다 

중국어 월요일, 1:30pm-5pm 

수요일, 8:30am-12pm, 1pm-5pm    

http://iia.sakura.ne.jp/kokusai/chinese/advice/index.html 를 본다 

인도네시아어 금요일, 1:30pm-5pm    

http://iia.sakura.ne.jp/kokusai/indonesia/advice/index.html 를 

본다 

스페인어 화요일, 8:30am-12pm, 1pm-5pm    

http://iia.sakura.ne.jp/kokusai/spain/advice/index.html 를 본다 

포르투갈어 월요일, 8:30am-12pm    

목요일, 8:30am-12pm, 1pm-5pm    

http://iia.sakura.ne.jp/kokusai/portugal/advice/index.html 를 본다 

타갈로그어 목요일, 8:30am-12pm, 1pm-5pm    

http://iia.sakura.ne.jp/kokusai/tagalog/advice/index.html 를 본다 

타이어 수요일, 8:30am-12pm, 1pm-5pm  

금요일, 8:30am-12pm, 1pm-5pm  

http://iia.sakura.ne.jp/kokusai/thai/advice/index.html 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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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4- 22 이바라키현 국제 교류 협회 

 

水
み

戸
と

駅
えき

・南
みなみ

口
ぐち

から 歩
ある

いて 15分
ふん

 

 

 

◆그 외 

표 4-53 외국어로 응할 수 있는 창구 

명칭 내용 주소·전화번호 

도쿄 입국관리국 미토 출장소 

66 페이지 4-1-1 입국관리국 

재류 자격(비자) 미토시 죠우난 2-9-12 

029-300-3601 

이바라키 노동국 

(노동조건 상담 코너) 

153 페이지 4-4-5  일 

노동조건 미토시 미야마치 1-8-31 

029-224-6214 

헬로우 워크(공공직업 안정소) 

153 페이지 4-4-5 일 

취직 미토시 스이후쵸 15731 

029-231-6221  

미토 세무서(나라에 내는 세금) 

 

주로 소득세 미토시 키타미쵸 1-17 

029-231-4211  

(통역이 필요한 경우 자동 

음성으로 2 를 선택해 면접 

상담을 예약) 

미토현세 사무소(현에 내는 세금) 주로 자동차세, 

현민세(주민세) 

미토시 사쿠마치 1-3-1 

029-221-6768 

미토시 시민세과(시에 내는 세금) 

155 페이지 4-4-6 미토시 시역소 

주로 

경자동차세, 

시민세(주민세) 

미토시 산노마루 1-5-4, 

산노마루 임시 청사 

029-23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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