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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형 비디오 통역 서비스
대응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필리피노어, 네팔어, 태국어, 힌디어, 프랑스어, 러시

아어, 인도네시아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추가】

クラウド型ビデオ通訳サービス
対応言語：英語、中国語、韓国語、スペイン語、ポルトガル語、ベトナム語、フィリピノ語、ネパール語、タイ語、ヒンディ語、フランス
語、ロシア語、インドネシア語、クメール語、ミャンマー語

【追加】

외국인상담창구

상담 일시:

영어: 매달 첫째ㆍ셋째주 목요일, 오전 10시~정오

(접수 마감오전 11시 30분)

중국어: 매달 첫째ㆍ둘째ㆍ셋째주 목요일, 오전 10시~정오

(접수　마감 오전 11시 30분)

한국어: 매달 첫째ㆍ셋째주 목요일 오후 2시~오후 4시

(접수마감 오후 3시 30분)

※ 단,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상담 일시:

영어: 매달 첫째ㆍ셋째주 목요일, 오전 10시~정오

(접수 마감 오전 11시 30분)

중국어: 매달 첫째ㆍ둘째ㆍ셋째주 목요일, 오전 10시~정

오

(접수마감 오전 11시 30분)

한국어: 매달 첫째ㆍ셋째주 목요일 오후 2시~오후 4시

(접수마감 오후 3시 30분)

外国人相談窓口

開催日時：
英　語　毎月第１・３ 木曜日
          午前１０ 時～正午
        （最終受付午前１１ 時３０ 分）
中国語　毎月第１・２・３ 木曜日　
           午前１０ 時～正午
        （最終受付午前１１ 時３０ 分）
韓国語　毎月第１・３ 木曜日　
           午後２ 時～午後４ 時
         （最終受付午後３ 時３０ 分）

開催日時：
英　語　毎月第１・３ 木曜日
          午前１０ 時～正午
        （最終受付午前１１ 時３０ 分）
中国語　毎月第１・２・３ 木曜日　
           午前１０ 時～正午
        （最終受付午前１１ 時３０ 分）
韓国語　毎月第１・３ 木曜日　
           午後２ 時～午後４ 時
         （最終受付午後３ 時３０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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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생활수첩 신∙구 대조표(한국어판)

표지

表紙
URL httpｓ://www.city.taito.lg.jp/index/kurashi/foreigner/seikatubennricyou.html

http://www.city.taito.lg.jp/index/kurashi/fore
igner/seikatubennricyo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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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예
　구급인 경우

Q：소방청입니다 . 화재입니까 ? 구급입니까 ?(Shobocho,

　　kaji desu ka, kyu-kyu desu ka?)

A：구급입니다 . (Kyu-kyu desu.)

Q：구급차가 출동할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Kyu-kyu sya ga mukau jyusyo wo oshiete kudasai.)

A：다이토구 ○○ ××초메 ×반 ×고 앞입니다. (Taito-ku, ○○ ××-chome, ×-ban ×-go no maedesu.)

Q：무슨 일입니까? (Do shimashita ka?)

A：교통사고입니다. (Kotsu jiko desu.) (‘끼여 있다(Hasamarete iru.)’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

오.)

Q：성함을 알려 주십시오. (Namae wo oshiete kudasai.) (경우에 따라 전화번호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A：○○○○〇(신고자 이름)입니다. (○○○○〇 desu.)

Q：예, 알겠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하겠습니다. (Hai, wakarimashita. Kyu-kyu tai ga mukaimasu)

Q：소방청입니다 . 화재입니까 ? 구급입니까 

?(Shobocho,
　　kaji desu ka, kyu-kyu desu ka?)

A：구급입니다 . (Kyu-kyu desu.)

Q：무슨 일입니까 ? (Do shimashita ka?)

A：교통사고입니다 . (Kotsu jiko desu.) (‘끼여 있

다’(Hasa

　　marete iru.)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

시오 .)

Q：어느 쿠(시), 어느 쵸-, 몇 쵸-메,몇 반, 몇 고입니까 

?
　　(Nani-ku (shi), nani-machi, nan-chome, 
nanban, nango desu ka?)

A：다이토구 히가시우에노×쵸-메×반×고-의 ×××× 

앞입니다 .

    (Taito-ku, Higashi-Ueno x-chome, x-ban x-
go, XXXX no maedesu. )

Q：전화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 (Denwa bango wo 

oshiete kudasai.)

A：×××-×××× 입니다 . (xxxx-xxxx desu.)

Q：예 . 알겠습니다 . (Hai, wakarimashita.)

会話例
　急病の場合

Q：消防庁。火事ですか、救急ですか？
A：救急です。
Q:救急車が向かう住所を教えてください。
A：台東区○○××丁目×番×号の前です。
Q：どうしましたか？
A：交通事故です。（「はさまれている」等、できるだけ具体的な内容を言ってください。）
Q：名前を教えてください。（場合により電話番号を聞きます。）
A：○○○○〇（通報者の名前）です。
Q：はいわかりました。救急隊が向かいます。

Q：消防庁、火事ですか、救急ですか。
A：救急です。
Q：どうしましたか。
A：交通事故です。（「はさまれている」等、
できるだけ内容を具体的に言ってくださ
い。）
Q： 何区（市）、何町、何丁目、何番、何号ですか。
A：台東区東上野 x 丁目x 番x 号のxxxxx
の前です。
Q：電話番号を教えてください。
A： xxxx-xxxx です。
Q：はい、分かりました。

다이토구내의 경찰서

■시타야 경찰서
시타야３－１５－９　☎ ０３-３８７２-０１１０ 키타우에노２－２４－１４　☎ ０３-５８０６-０１１０

台東区内の警察署
　■下谷警察署

下谷３－１５－９　☎ ０３－３８７２－０１１０ 北上野２－２４－１４　☎ ０３－５８０６－０１１０

피난하는 장소　
　방재 어플리케이션

・「귀가 곤 란자 지 원 후 보 시 설」과 「귀가 곤 란자용 방 재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가 곤 란자용 방 재　가이드

避難する場所
   防災アプリ

・「帰宅困難者支援候補施設」や「帰宅困難者防災ガイド」を確認できます。 帰宅困難者向け防災ガイド

피난하는 장소　
　방재 어플리케이션

문의: 위기・재해대책과(☎ ０３-５２４６-１０９３) ☎ ０３-５２４６-１０９４

避難する場所
   防災アプリ

問合せ：危機・災害対策課（☎ ０３－５２４６－１０９３） ☎ ０３－５２４６－１０９４

피난하는 장소　
　방재 어플리케이션

避難する場所
   防災アプリ

Google play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jp.co.
dawncorp.DisasterMapTaito＆hl=ja

App Store
https://apps.apple.com/us/app/tai-dong-qu-fang-zaiapuri/
id1060484666?l=ja&ls=1

Google play
http://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
=jp.co.dawncorp.DisasterMapTaito＆hl-ja

App Store
http://apps.apple.com/us/app/tai-dong-qu-
fang-zaiapuri/id1060484666?l=ja&l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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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雨が振り出したら
洪水時の避難方法

水害への備えについて
台東区で発生する恐れのある水害は、大雨による内水氾濫（下水処理能力の不足により雨水が溢れること）と荒川・神田川の外水氾濫（大雨などで河川が
溢れること）、土砂災害（土砂災害警戒区域に指定されている一部地域）の４種類があり、それぞれ避難方法が異なります。普段からハザードマップを確認
し、水害時の避難方法を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なお、２階以上にお住まいの方は、荒川の氾濫の場合を除き、在宅での避難が安全です。また、感染症対策
の観点から安全な親戚・知人宅に避難することも考えておきましょう。

避難に関する注意点
災害ごとに避難場所や避難行動は異なります。
▷大雨による内水氾濫・神田川の氾濫・高潮（関連：台東区水害ハザードマップ・台東区神田川水害ハザードマップ・台東区高潮水害ハザードマップ）
　最も深い浸水は３ｍ程度で、水は数時間で引くことが想定されています。神田川の氾濫における河岸浸食地域を除き、頑強な建物の２階以上にお住まい
の方は、緊急避難場所への避難が必要ありませんので、在宅避難をしてください。１階にお住まいの方は、緊急避難場所に避難してください。
▷荒川の氾濫（関連：台東区荒川水害ハザードマップ）
　最も深い浸水は５ｍ程度で、水が引くまで２週間以上かかる可能性があります。高層階にお住まいでも孤立の危険性があるため、台東区から自主広域
避難情報が発令された場合、早期に浸水域外へ避難をしてください。
▷土砂災害（関連：台東区土砂災害ハザードマップ）
　台東区の一部地域では、台風や大雨による地盤の緩みや地震の影響により、がけ崩れ（急傾斜地の崩壊）が発生する恐れがあります。土砂災害警戒区
域にお住まいの方は、緊急避難場所へ避難してください。

避難する場所
▷自主避難場所
避難情報の発令がされていない場合に、自主的な避難を希望する方に、区が場所を解放するものです。
※自主避難場所への避難は、感染症のリスクを伴いますので、できる限り自宅に待機してください。
▷緊急避難場所
避難情報の発令や、風水害の状況により、命を守るために、一時的に避難する場所として開設します。土砂災害により自宅が被害を受ける場合は、緊急避
難場所への避難を原則とします。

自主避難場所・緊急避難場所共に、生命の確保を最優先とするため、生活の拠点となる避難所とは異なりますので、食事や生活に必要な物資等は、ご自
身でお持ちください。

大雨が降り出したら
大雨が降り続いたら、注意報、警報などの気象情報や、避難情報
に注意しましょう。地下室などは、浸水に十分注意する必要があ
ります。普段から垂直避難（３ 階などの上層階）の方法や水害用
の避難場所などを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自宅近辺の排水口など
に、ごみや落ち葉等が詰まっていると浸水の原因となります。ま
た、ベランダの排水口なども点検や清掃をしておきましょう。

洪水時の避難方法
水位による避難の限界
歩ける深さは、股下までが限界です。水深が腰まであるようなら
危険を伴いますので、無理をしないでください。

足下に注意を
裸足は禁物です。濁流で排水路やマンホールが分からず、流され
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長い棒を杖がわりにして安全を確認しな
がら避難してください。

二人以上での避難を
一人ひとりで避難するのではなく、隣近所が声をかけあってロー
プなどを活用して避難しましょう。特に子どもからは目を離さない
よう細心の注意をはらってください。
※洪水対策等を記載した「水害ハザードマップ」を作成していま
す。ぜひご活用ください。区役所１０ 階 危機・災害対策課でお渡
し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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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흔들 시작하면
홍수시 피난방법

수해 대비

다이토구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해는 폭우에 의한 내수범람(하수처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빗물이 범람하는 것)와 아라카와 및 간다가와의 외

수범람(폭우 등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는 것), 토사재해(토사재해 경계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네 종류로, 각각 대피 방법이 다릅니다. 평

상시부터 해저드 맵(재해예측도)을 보고 수해 시 대피 방법을 확인해 두십시오. 또한 2층 이상에 거주하는 분은 아라카와 범람을 제외하고, 자택

에서 대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감염병 대책의 관점에서 안전한 친척 및 지인의 집에 대피할 경우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대피에 관한 주의점

재해에 따라 대피 장소 및 대피 행동이 다릅니다.

▷폭우에 의한 내수범람 및 간다가와 범람ㆍ고조(관련: 다이토구 수해 해저드 맵, 다이토구 간다가와 수해 해저드 맵ㆍ다이토구 고조 수해 해저드 

맵)

가장 깊은 침수는 3m 정도로, 물은 몇 시간이면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다가와 범람 시에는 하안 침식 지역을 제외하고, 견고한 건물의 2층 

이상에 거주하시는 분은 긴급대피장소로 대피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택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1층에 거주하시는 분은 긴급대피장소로 대피하

십시오.

▷아라카와 범람(관련: 다이토구 아라카와 수해 해저드 맵)

가장 깊은 침수는 5m 정도로, 물이 빠질 때까지 2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고층에 거주하시는 분도 고립될 위험이 있으므로 다이토구의 자주광

역대피정보가 발령된 경우, 신속히 침수 지역 바깥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토사재해(관련: 다이토구 토사재해 해저드 맵)

다이토구의 일부 지역은 태풍 및 폭우에 의한 지반 약화와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산사태(급경사지의 붕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토사재해 경

계구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긴급대피장소로 대피해 주십시오.

대피 장소

▷자주대피장소

대피정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에 자주적으로 대피를 원하는 분에게 구가 장소를 개방합니다.

※자주대피장소로 대피할 경우 감염병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자택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긴급대피장소

대피정보 발령, 풍수해 상황에 따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피 장소를 개설합니다. 토사재해에 의해 자택이 피해를 입을 경우는 긴급대

피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대피장소, 긴급대피장소 모두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곳으로, 생활 거점이 되는 대피소와는 다르기 때문에 식사 및 생활에 필요한 물자 

등은 직접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면

폭우가 계속되면 주의보, 경보 등의 기상정보나

피난정보에 주의해 주십시오.

지하실 등의 침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상시부

터 수직피난 (3층 이상의 높이)의 방법과 수해시 대피

장소를 확인해 두십시오.

집 주변의 배수구 등에 쓰레기나 낙엽 등이 막혀있으면

침수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베란다의 배수구

등도 점검, 청소해 두십시오. 

홍수시 피난방법

수위에 따른 피난 한계

도보 가능한 깊이는 허벅지까지 입니다. 수심이 허리까지

차면 위험하므로, 무리 하지 마십시오.

발밑에 주의를

맨발은 위험합니다. 탁류로 인하여 배수로나 맨홀이

보이지 않게 되어 빠지거나 떠내려갈 수 있으므로 장대 등을

이용하여 안전을 확인하며 피난해 주십시오.

2인 이상 함께 피난하세요

혼자서 피난하지 마시고, 이웃과 함께 로프 등을 활용하여

않게난합시다. 특히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리시기 바랍니다.

※홍수 대책 등을 기재한 「수해 해저드 맵」이 작성되어

　있습 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구청 10층 위기ㆍ

　재해대책과 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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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실 비용: 수강료・무료 / 교재료 ・2，400엔 2，000엔 정도

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教室 費用：受講料・無料　教材費・２，４００円 ２，０００円程度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실

진급: 학기별로 진급하며 레벨 3을 수료하면 졸업입니다.

※졸업한 분의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이토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ｓ://www.city.taito.lg.jp/index/kurashi/foreigner/jigyoannai/japanese_class.html

문의:구민과 (☎ ０３-５２４６-１１２６)

【추가】

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教室

進級：学期ごとに進級し、レベル３ を修了すると卒業です。
※卒業した方の再受講は原則としてできません。
詳しくは区ホームページ
https://www.city.taito.lg.jp/index/kurashi/foreigner/jigyoannai/japanese_class.html
をご覧ください。
問合せ：区民課（☎ ０３－５２４６－１１２６）

【追加】

일본어 학습 서클 안내
구 내에서 활동하는 일본어 학습 지원 서클이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city.taito.lg.jp/index/kurashi /foreigner/jigyoannai/Volunteer_J.html

日本語学習支援サークル
区内で活動している日本語学習支援サークルがあります。詳しくは区ホームページ
http://www.city.taito.lg.jp/index/kurashi/foreigner/jigyoannai/Volunteer_J.html をご覧ください。

쓰레기와 재활용
수거일은 자원은 주 1회, 타는 쓰레기는 주 2회, 타지 않는 쓰레기는 월 2회이며, 요일은 지역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원 및 쓰레기는 지정된 요일의 오전 8시까지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재활용품은

ごみとリサイクル
収集日は資源が週１ 回、燃やすごみが週２ 回、燃やさないごみが月２ 回で、収集曜日は地域によって決められています。資源・
ごみは指定の曜日の朝８ 時までに、定められた場所へ出してください。

資源ごみは指定の曜日の朝８ 時までに、定められた場所へ
出してください。

쓰레기의 호별수거에 관하여

ごみの戸別収集について

대형쓰레기는 신간에 예약하여 수거

粗大ごみは事前に予約して収集

환경 후레아이관 히마와리

　리사이클샵(3층)
【삭제】

리사이클샵(3층)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생활잡화와 의류 등을 맡아 

3주 동안　점포에서 전시, 판매합니다(예약 필수·유료).

☎ ０３-３８６６-８３６１

環境ふれあい館ひまわり
　リサイクルショップ

【削除】

リサイクルショップ（３ 階）：
　家庭で使われなくなった日用雑貨品や衣料などをお預か
りして、３ 週間店頭に展示し販売します。（要予約・有料）
☎ ０３－３８６６－８３６１

P12 https://sodai.tokyokankyo.or.jp/ http://sodai.tokyokankyo.or.jp

P13

P10

P10

P10
http://www.city.taito.lg.jp/index/kurashi 
/foreigner/jigyoannai/Volunteer_J.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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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토구내의 구급지정 의료기관

 ■아사쿠사 병원

내과, 외과, 정형외과, 안과, 비뇨기과, 순환기내과, 재활의학과,마취과, 구급과, 소화기내과외과, 내시경외과, 호흡기내

과, 신경내과, 내분비내과, 이비과, 산부인과, 피부과, 뇌신경외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안과, 비뇨기과, 순환기내과, 재활

의학과,마취과, 구급과, 소화기내과외과, 내시경외과, 호

흡기내과, 신경내과, 내분비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台東区内の救急指定医療機関
　■浅草病院

内科、外科、整形外科、眼科、泌尿器科、循環器内科、リハビリテーション科、麻酔科、救急科、消化器内科外科、内視鏡外科、呼
吸器内科、神経内科、内分泌内科、耳鼻科、婦人科、皮膚科、脳神経外科

内科、外科、整形外科、眼科、泌尿器科、循環器内科、リハ
ビリテーション科、麻酔科、救急科、消化器内科外科、内視
鏡外科、呼吸器内科、神経内科、内分泌内科、耳鼻咽喉科、
婦人科、皮膚科

다이토구내의 구급지정 의료기관

 ■에이주 종합병원
, 뇌졸중과 【추가】

台東区内の救急指定医療機関
　■永寿総合病院

、脳卒中科 【追加】

다이토구내의 구급지정 의료기관

 ■센소지절 병원
, 소아과, 항문외과 【추가】

台東区内の救急指定医療機関
　■浅草寺病院

、小児科、肛門外科 【追加】

다이토구내의 구급지정 의료기관

 ■타키구찌외과위장과정형외과
정형외과, 외과, 소화기과, 순환기과,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외과, 소화기과, 순환기과

台東区内の救急指定医療機関
　■滝口外科胃腸科整形外科

整形外科、外科、消化器科、循環器科、消化器内科 整形外科、外科、消化器科、循環器科

휴일・구급진료

 긴급을 요하는경우

休日・救急診療
 緊急を要する場合

자전거대책

주로—

①자전거 등 주차장의 정비·운영

②자전거보관소의 정비·운영

③자전거대여

④방치자전거의 이송·철거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자전거대여

④방치자전거의 이송·철거

自転車対策

主にー
①自転車等駐車場の整備・運営
②自転車置場の整備・運営
③レンタサイクル
④放置自転車の移送・撤去
ーを実施しています。

③レンタサイクル
④放置自転車の移送・撤去

자전거보관소의 정비•운영
　구립 자전거보관소 일람

①닛포리역 서출구（야나카7-15, 16, 21 앞） 야나카7-15앞

自転車置場の整備・運営
　区立自転車置場一覧

①日暮里駅西口（谷中７－１５・１６・２１先） 谷中７－１５先

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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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여 【삭제】

자전거대여
다음 4개의 자전거주차장에서 임대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장보기나 그밖의 용도로 부디 이용하시기 바랍
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지
참하고,주차장에서 수속을 하십시오. 요금은 4시간 
200엔부터 입니다.또한 구내의 일부 호텔ㆍ여관에서도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장소 모두 마련되어 있는 자전거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양해 바랍니다.
자전거대여 자전거주차장 일람
①스미다공원（하나카와도1-1앞）
②신오카치마치역（코지마2-21앞）
③나카신오카치마치역（히가시우에노1-14앞）
④쓰쿠바익스프레스 아사쿠사역 남출구（아사쿠사1-25
앞）

レンタサイクル 【削除】

レンタサイクル
次の４ か所の自転車駐車場において、レンタサイクルの貸し
出しを行っています。買い物やその他の用途で、ぜひお使いく
ださい。利用ご希望の方は、身分を証明できるもの
を持参の上、駐輪場で手続きを行ってください。料金は、４時
間２００ 円からです。また、区内のホテル・旅館の一部でも、レ
ンタサイクルを取り扱っています。なお、各場所とも、設置して
いる台数には限りがありますのでご了承ください。
レンタサイクル設置自転車駐車場一覧
①隅田公園（花川戸１－１ 先）
②新御徒町駅（小島２－２１ 先）
③仲御徒町駅（東上野１－１４ 先）
④つくばエクスプレス浅草駅南（浅草１－２５先）

다이토구청

台東区役所

다이토구청
도쿄메트로 히비야선 우에노역 하차 도보 5분
도쿄메트로 긴자선 이나리초역 하차 도보 5분

지하철 히비야선 우에노역 하차 도보 5분
지하철 긴자선 이나리초역 하차 도보 5분

台東区役所
東京メトロ日比谷線上野駅下車徒歩５ 分
東京メトロ銀座線稲荷町駅下車徒歩５ 分

地下鉄日比谷線上野駅下車徒歩５ 分
地下鉄銀座線稲荷町駅下車徒歩５ 分

다이토구청
미나미 메구린 20, 34번 정류장 「다이토구야쿠쇼」
토자이 메구린 1, 25 번 정류장 「다이토구야쿠쇼」
남-북   메구린 31번 정류소 「다이토쿠야쿠쇼」

미나미 메구린 27번 정류장 「다이토구야쿠쇼」
토자이 메구린 1・22 번 정류장 「다이토구야쿠쇼」

台東区役所
南めぐりん　２０・３４番停留所「台東区役所」
東西めぐりん　１・２５番停留所「台東区役所」
ぐるーりめぐりん　３１番停留所「台東区役所」

南めぐりん　２７番停留所「台東区役所」
東西めぐりん　１・２２番停留所「台東区役所」

구민사무소
● 지구센터

이리야 지구센터 네기시 3-1-19 YS빌딩 6층 이리야1-15-6

区民事務所
　●地区センター

入谷地区センター　根岸３－１－１９　YSビル６ 階 入谷１－１５－６

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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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사무소
  ●구민 사무소• 분실, 지구센터의 업
무내용

区民事務所
　●区民事務所・分室、地区センターの業
務内容

주민등록
●주소 등록ㆍ변경

(2)구내에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필요한 것: 체류카드나 특별 영주자 증명서,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한 분은 마이넘버카드,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개호보험에 가입한 분은 해당 보험증

개인번호가 기재된 통지카드

住民登録
　●住所の登録・変更

（２）区内で住所が変わったとき
○ 必要なもの：在留カードまたは特別永住者証明書、マイナンバーカードを持っている方はマイナンバーカード、国民健康保
険、後期高齢者医療制度、介護保険に加入している方は、その保険証

マイナンバーが記載された通知カード

주민등록
●주소 등록ㆍ변경

(3)구외에서 다이토구로 전입 한 경우

○필요한 것: 전출증명서(이전 주소의 시구정촌에서 발급받은 것),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한 분은 마이넘버카드, 체류카드

나 특별 영주자 증명서

통지카드

住民登録
　●住所の登録・変更

（３）区外から台東区に転入したとき
○ 必要なもの：転出証明書（前住所の市区町村で発行されたもの）、マイナンバーカードを持っている方はマイナンバーカード、
在留カードまたは特別永住者証明書

通知カード

주민등록
  ●주소 등록ㆍ변경

 (5)국외로 전출할 경우

주거지는 현재 상태 를 유지할 경우

○체류카드 교부 대상자로 1년 이상 체류자, 특별 영주자로 2년 이상 체류자는도쿄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입국관리국

住民登録
　●住所の登録・変更

（５）国外に転出するとき
住居は現在のままであるとき
○在留カード交付対象者で１ 年を超える方、特別永住者で２ 年を超える方は、出入国在留管理庁で「再入国許可」の申請が必
要です。

入国管理局

주민등록
 개인번호카드

개인번호카드는 IC 칩이 탑재된 카드로, 사진이 있어 신분증명 서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다이토구에서는 개인번호카드

에 탑재된전자증명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주민표 사본」이나「인감등록증명서」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인감등 록증명」

住民登録
　マイナンバーカード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は、ＩＣチップが搭載された写真付きのカードで、身分証明書として使用できるほか、台東区ではマイナンバー
カードに搭載された電子証明書を用いて、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で「住民票の写し」や「印鑑登録証明書」が交付できるサービスを
実施しています。

「印鑑登録証明」

주민등록
　체류카드 기재내용 변경, 재교부, 갱
신

체류카드 겉면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분실하여재교부의 경우, 유효기한을 갱신할 경우 등은 도쿄출입국체류

관리국(☎ ０３-５７９６-７１１１)에 변경 등의 신청을 해 주십시오.
도쿄입국관리국

住民登録
　在留カードの記載内容の変更、再交付、
更新

在留カード券面の記載内容に変更が生じた場合や、紛失し再交付する場合、有効期限を更新する場合などは、東京出入国在留
管理局（☎ ０３－５７９６－７１１１）に変更等の申請をしてください。

東京入国管理局

P24～
P25

P24～
P25

Ｐ26

Ｐ26

P22
～23

별지　●구민 사무소• 분실, 지구센터의 업무내용

別紙　●区民事務所・分室、地区センターの業務内容

P24～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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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출생 신고

일본 국내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서(신고서에 첨부된 출생증명

서 란에 의사의 증명이 기재된 것)를 현주소 또는 출생지의관공서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고 시에 신고하는 당사자의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와 여권,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모자건강수첩을 지참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출생신고서 제출 후, 하기의 수속도 필요합니다.

①출생 후 30일 이내 도쿄출입국체류관리국(☎ ０３-５７９６-７１１１)에 체류자격취득 등 신청

②본국 관련 수속(여권 신청 등)

아울러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일본인이면 태어난 아이도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는 부모의 본국 법률에 따라 아이의 국적이 결정됩니다.

일본국내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생신고서(신고서에 첨부

된 출생 증명서 란에 의사의 증명이 기재된 것)을 현주소 

또는 출생지의 관공서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고 시에 

신고하는 당사자의 체류 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와 

여권, 부모의 결혼증명서, 모자수첩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생신고서 제출 후, 하기의 수속도 필요합니다.

①출생 후 30일 이내 도쿄입국관리국(☎ ０３-５７９６-７１

１１)에 체류취득 등 신청

②본국 관련 수속(여권 신청 등)

아울러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 일본인이면 태어난 아이

도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 부모님 모두 외국

인인 경우는 부모님의 본국의 법률에 따라 아이의 국적

이 결정됩니다.

届出
　出生届

日本国内でお子さんが生まれた時は、生まれた日から１４ 日以内に、父または母が出生届書（同書に添付されている出生証明書
欄に医師の証明があるもの）を、現住所または出生地の役所に提出してください。
　その際は、届出に来る人の在留カードまたは特別永住者証明書とパスポート、父母の婚姻証明書、母子健康手帳を持参してく
ださい。また、出生届の提出後は、下記の手続きも必要です。
①出生日から３０ 日以内に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 ０３－５７９６－７１１１）に在留資格取得等の申請
②本国関係の手続き（パスポートの申請など）
　なお、父母のどちらかが日本人であれば、生まれたお子さんも日本国籍を取得できますが、父母の双方が外国人である場合
は、父母の本国の法律によって、お子さんの国籍が決まります。

日本国内でお子さんが生まれた時は、生まれてから１４ 日以
内 に、父または母が出生届書（同書に添付されている出生
証明書欄に医師の証明があるもの）を、現住所または出生
地の役所に提出してください。その際は、届出に来る人の在
留カードまたは特別永住者証明書とパスポート、父母の結
婚証明書、母子手帳を持参してください。また、出生届の提
出後は、下記の手続きも必要です。
①出生日から３０ 日以内に東京入国管理局（☎ ０３－５７９
６－７１１１）に在留取得等の申請
②本国関係の手続き（パスポートの申請など）
　なお、両親のどちらかが日本人であれば、生まれたお子さ
んも日本国籍を取得できますが、父母の双方が外国人であ
る場合は、両親の本国の法律によって、お子さんの国籍が決
まります。

신고
　사망 신고

사망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자 및 신고자의 체류카드 혹은 특별영주자증명서 및 여권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추가】

届出
　死亡届

死亡届を提出する際には、死亡した方及び届出人の在留カードまたは特別永住者証明書およびパスポートを持参してください。 【追加】

인감등록증명

인감등록증명서

구청 1층의 호적주민서비스과 창구, 또는 구민 사무소, 분실의 창구에서 인감등록증(인감을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을 제시한 후 신청하여 주십시오. 인감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감등록증명서를 교부해 드립니다. 교부수

수료는 1통 300엔입니다.

인감등록증명

印鑑登録証明
印鑑登録証明書
区役所１ 階の戸籍住民サービス課または区民事務所・分室の窓口に印鑑登録証（印鑑を持ってくる必要はありません）を提示し
て申請してください。印鑑が登録済みであることを証する印鑑登録証明書を交付します。交付手数料は１ 通３００ 円です。

印鑑登録証明

Ｐ28

Ｐ27

Ｐ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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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国民健康保険
 国民健康保険への加入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문의:국민건강보험과(☎ ０３-５２４６-１２５２) 【추가】

国民健康保険
　国民健康保険保険料

問合せ：国民健康保険課（☎ ０３－５２４６－１２５２） 【追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방법

구청에서 송부한 납부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캐시리스 결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国民健康保険
　保険料の納め方

区役所から送付されてくる納付書や口座振替により納めていただきます。
また、納付書に印刷されたバーコードをスマートフォンのカメラで読み取り、キャッシュレス決済での納付もできます。

【追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방법
문의:국민건강보험과(☎ ０３-５２４６-１２５６) ☎ ０３-５２４６-１２５２

国民健康保険
　保険料の納め方

問合せ：国民健康保険課（☎ ０３－５２４６－１２５６） ☎ ０３－５２４６－１２５２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가입

後期高齢者医療制度
 後期高齢者医療制度への加入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보험료는 연 64만 엔을 한도로 균등할액과 소득할액을 합계한것입니다. 62만

後期高齢者医療制度
　後期高齢者医療保険料

・保険料額は、年額６４ 万円を限度として均等割額と所得割額を合計したものとなります。 ６２万円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방법

구청에서 송부한 납부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캐시리스 결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国民健康保険
　保険料の納め方

区役所から送付されてくる納付書や口座振替により納めていただきます。
また、納付書に印刷されたバーコードをスマートフォンのカメラで読み取り、キャッシュレス決済での納付もできます。

【追加】

개호보험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요개호인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개호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추가】

介護保険
　介護保険のサービスを利用できる方

要介護認定により日常生活で介護や支援が必要であると認定された方です。医師の診断が必要です。 【追加】

개호보험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②40~64세인 사람 특정의 16종류의 병을 원인으로 개호를 필요로할 경우 이용할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필요 합니
다).

 (의사의 진단이 필요 합니다)

介護保険
　介護保険のサービスを利用できる方

②４０ ～６４ 歳の方…特定の１６ 種類の病気が原因で、介護が必要になった場合に利用できます（医師の診断が必要です）。 （医師の診断が必要です）

개호보험

　개호보험서비스의 종류

③지역밀착형서비스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인지증 대응형 통원개호, 인지증 대응형공동생활개호(그룹홈)등이 있습니다.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介護保険
　介護保険サービスの種類

③地域密着型サービス
夜間対応型訪問介護、認知症対応型通所介護、認知症対応型共同生活介護（グループホーム）等があります。

夜間対応型訪問介護、

개호보험

　개호보험의 보험료

・그밖의 사람은 구에서 송부하는 납부서로 개별적으로 지불 하시기 바랍니다(계좌이체ㆍ스마트폰 등의 앱 결제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추가】

介護保険
　介護保険の保険料

・その他の方は、区が送付する納付書で個別にお支払いください（口座振替・スマートフォンなどのアプリ決済を利用できます）。 【追加】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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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일시금제도

문의: 우에노연금사무소(☎ ０３-３８２４-２５１１)

일본연금기구 web사이트:https://www.nenkin.go.jp/pamphlet/kokunenseido.html

国民年金
　脱退一時金制度

問合せ：上野年金事務所（☎ ０３－３８２４－２５１１）
日本年金機構web サイト：https://www.nenkin.go.jp/pamphlet/kokunenseido.html

건강상담
문의:다이토보건소 보건서비스과 （☎ ０３-３８４７-９４９７）

       아사쿠사보건 상담 센터（☎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２）
☎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健康相談
問合せ：台東保健所保健サービス課（☎ ０３－３８４７－９４９７）
　　        浅草保健相談センター（☎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２）

☎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임신하면 문의:아사쿠사보건 상담 센터（☎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문의: 다이토보건소 보건서비스과(☎ ０３-３８４７-９４４

７)

妊娠したら 問合せ：浅草保健相談センター（☎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台東保健所 保健サービス課（☎ ０３－３８４７－９４４７）

임신하면
　요람ㆍ타이토 면접

면접을진행하신 분에게는 육아 패키지( 아이 상품권 1만 엔 상당)를 드립니다.

문의: 아사쿠사 보건 상담센터 (☎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７)

        다이토 보건소 보건서비스과 (☎ ０３-３８４７-９４９７)

면접을진행하신 분에게는 육아 패키지(2018년도: 아이 

상품권 1만 엔상당)를 드립니다.

문의: 다이토 보건소 보건서비스과 (☎ ０３-３８４７-９４９

７)

　　　　아사쿠사 보건 상담센터 (☎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妊娠したら
　ゆりかご・たいとう面接

面接をした人には育児パッケージ（こども商品券１ 万円分）を渡します。
問合せ： 浅草保健相談センター（☎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７）
　　　    台東保健所 保健サービス課（☎ ０３－３８４７－９４９７）

面接をした人には育児パッケージ（３０ 年度：こども商品券１ 
万円分）を渡します。
問合せ：
台東保健所 保健サービス課（☎ ０３－３８４７－９４９７）
浅草保健相談センター(☎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임신하면
　육아지원 도우미 (앗타까한도)

출산 전후 도우미 (앗타카한도)

출산 1개월 전부터 생후 12개월 미만 (2명 이상의 쌍둥이인 경우는 모자수첩을 받은 직후부터 생후 36개월 미만)의 임

산부나 유아를

보조할 사람이 없는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와 육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신청이 필요 합니다.

문의:아사쿠사 보건상담센터 (☎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육아지원 도우미 (앗타까한도)

출산 1개월 전부터 생후 6개월 미만 (2명 이상의 쌍둥이

인

경우는 출산 2개월 전부터 생후 10개월 미만)의 임산부

나 유아를보조할 사람이 없는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

여, 가사와 육아에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신청

이 필요 합니다.

문의: 니혼즈쓰미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０３-５８２４-２

５７１)

妊娠したら
　育児支援ヘルパー（あったかハンド）

産前産後支援ヘルパー（あったかハンド）
産前１ カ月から生後１ 年未満（多胎妊娠の場合は母子手帳取得時から生後３ 年未満）の妊産婦や乳幼児を介助する人がいな
い家庭に、ヘルパーを派遣し、家事や育児のお手伝いをします。※事前申請が必要です。
問合せ：浅草保健相談センター（☎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育児支援ヘルパー（あったかハンド）
産前１ カ月から産後６ カ月未満（多胎妊娠の場合は産前２ 
カ月から産後１０ カ月未満）の妊産婦や乳児を介助する人
がいない家庭に、ヘルパーを派遣し、家事や育児のお手伝
いをします。
※事前申請が必要です。
問合せ：日本堤子ども家庭支援センター
     　　　（☎ ０３－５８２４－２５７１)

임신하면

 산후 케어
문의：아사쿠사 보건 상담센터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７)

문의:

 다이토 보건소 보건서비스과 (☎０３-３８４７-９４９７)

 아사쿠사 보건 상담센터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妊娠したら
　産後ケア

問合せ：浅草保健相談センター（☎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７)
問合せ：
台東保健所 保健サービス課（☎ ０３－３８４７－９４９７）
浅草保健相談センター(☎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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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예방접종

폴리오,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풍진, BCG, 일본뇌염,Hib감염증, 소아의 폐렴구균감염증, 수두 B형간염, 로

타바이러스 감염증 등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

育児
　予防接種

ポリオ、ジフテリア、百日咳、破傷風、麻しん、風しん、BCG、日本脳炎、Hib感染症、小児の肺炎球菌感染症、水痘、B型肝炎、ロ
タウイルス感染症等について、該当する方にはご案内いたします。

【追加】

육아

 유아가정 전호방문

문의：아사쿠사 보건 상담센터 (☎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２)

        다이토 보건소 보건서비스과 (☎ ０３-３８４７-９４９７)

문의: 

다이토 보건소 보건서비스과 (☎ ０３-３８４７-９４９７)

아사쿠사 보건 상담센터 (☎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育児
　乳幼児家庭全戸訪問

問合せ：浅草保健相談センター（☎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２)
　　　　   台東保健所 保健サービス課（☎ ０３－３８４７－９４９７）

問合せ：
台東保健所 保健サービス課（☎ ０３－３８４７－９４９７）
浅草保健相談センター(☎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육아

　영유아건강진료

문의：아사쿠사 보건 상담센터 (☎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다이토 보건소 보건서비스과 (☎ ０３-３８４７-９４４７)

문의: 

다이토 보건소 보건서비스과 (☎ ０３-３８４７-９４４７)

아사쿠사 보건 상담센터 (☎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育児
　 乳幼児健康診査

問合せ：浅草保健相談センター（☎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台東保健所 保健サービス課（☎ ０３－３８４７－９４４７）

問合せ：
台東保健所 保健サービス課（☎ ０３－３８４７－９４４７）
浅草保健相談センター(☎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육아
　임시보육

보호자가 휴식을 필요로 할 경우 등에 ‘호라이 육아지원센터’ 또는 니혼즈쓰미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야나카 분실에서 

시간 단위로 아동을 맡아 드립니다. 대상은 구내에 거주하는1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건강한 아동. 이용시간은 

오전9시~오후5시.

【추가】

育児
　いっとき保育

保護者がリフレッシュしたいときなどに、ほうらい子育てサポートセンターまたは日本堤子ども家庭支援センター谷中分室で時間
単位でお子さんを預かります。対象は区内に居住する１ 歳から小学校就学前の健康な児童。利用時間は午前９ 時～午後５ 時。

【追加】

육아
　임시보육

문의: 호라이 육아지원센터 (☎ ０３-５８２４-５６２４)

　　　　니혼즈쓰미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야나카 분실(☎ ０３-３８２４-５５３１)
【추가】

育児
　いっとき保育

問合せ：ほうらい子育てサポートセンター（☎ ０３－５８２４－５６２４）
　　　　  日本堤子ども家庭支援センター谷中分室（☎ ０３－３８２４－５５３１）

【追加】

육아
　육아 단기지원(쇼트스테이 • 트와이
라이트스테이)

문의: 니혼즈쓰미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０３-５８２４-２５７１)

　　　　다이토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０３-３８３４-４４９７)
【추가】

育児
　子育て短期支援（ショートステイ・トワイ
ライトステイ）

問合せ：日本堤子ども家庭支援センター（☎ ０３－５８２４－２５７１）
　　　　　 台東子ども家庭支援センター（☎ ０３－３８３４－４４９７）

【追加】

육아
　육아 단기지원(영유아 쇼트스테이)

문의: 니혼즈쓰미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０３-５８２４-２５７１)

　　　　다이토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０３-３８３４-４４９７)
【추가】

育児
　子育て短期支援（乳幼児ショートステ
イ）

問合せ：日本堤子ども家庭支援センター（☎ ０３－５８２４－２５７１）
　　　　　 台東子ども家庭支援センター（☎ ０３－３８３４－４４９７）

【追加】

육아
　육아상담

문의：아사쿠사 보건 상담센터 (☎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２)

        다이토 보건소 보건서비스과 (☎ ０３-３８４７-９４９７)

문의: 

다이토 보건소 보건서비스과 (☎ ０３-３８４７-９４９７)

아사쿠사 보건 상담센터 (☎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育児
　育児相談

問合せ：浅草保健相談センター（☎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２)
　　　　   台東保健所 保健サービス課（☎ ０３－３８４７－９４９７）

問合せ：
台東保健所 保健サービス課（☎ ０３－３８４７－９４９７）
浅草保健相談センター(☎ ０３－３８４４－８１７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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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상담

育児
　育児相談

보육원 현재 구내에는 구립 보육원이 11개, 어린이원이 3개, 사립보육원이 ３１개, 어린이원이 2개 있습니다. 20개

保育園 現在区内には、区立の保育園が１１園、こども園が３園、私立の保育園が３１園、こども園が２園あります。 ２０園

아동관

児童館

어린이클럽

こどもクラブ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니혼즈쓰미 어린이 가정지원센터(니

코니코히로바)

■다이토 어린이 가정지원센터(와쿠와

쿠히로바)

■니혼즈쓰미 어린이 가정지원센터(니코니코히로바)

☎ ０３-５８２４-２５７１

■다이토 어린이 가정지원센터(와쿠와쿠히로바)

☎ ０３-３８３４-４４９７

■니혼즈쓰미 어린이 가정지원센터(니코니코히로바)

☎ ０３-５８２４-２５３５

■다이토 어린이 가정지원센터(와쿠와쿠히로바)

☎ ０３-３８３４-４５７７

子ども家庭支援センター
■日本堤子ども家庭支援センター
■台東子ども家庭支援センター

■日本堤子ども家庭支援センター（にこにこひろば）
☎ ０３－５８２４－２５７１
■台東子ども家庭支援センター（わくわくひろば）
☎ ０３－３８３４－４４９７

■日本堤子ども家庭支援センター（にこにこひろば）
☎ ０３－５８２４－２５３５
■台東子ども家庭支援センター（わくわくひろば）
☎ ０３－３８３４－４５７７

주민세란
이 중에 다이토구에 납부하는 주민세(특별구민세·도민세)는 다이토구에 1년 이상 살고 있었거나, 살 예정인 사람으로

해당 연도의 1월 1일 현재, 다이토구에 주소가 있으며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이 중에 다이토구에 납부하는 주민세(특별구민세·도민

세)는 다이토구에 1년 이상 살고 있었거나, 살 예정인 사

람으로

해당연도의 1월 1일 현재, 다이토구에 주소가 있으며 전

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住民税とは
このうち、台東区に納める住民税（特別区民税・都民税）は、その年の１月１日現在、台東区に住所があり、前年中に所得のあった
方が対象になります。

台東区に１年以上在留しているか、在留の予定がある方
で、当該年度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①경자동차세(종별할※)=원동기자전거(125cc 이하)·경자동차(660cc 이하)·소형특수자동차·2륜소형자동차(125c c 

초과)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존의 ‘경자동차세’가 ‘경자동차세(종별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추가】

自動車などの所有者にかかる税金
①軽自動車税（種別割※）＝原動機付自転車（１２５CC 以下）・軽自動車（６６０CC 以下）・小型特殊自動車・二輪の小型自動車
（１２５CC 超）等にかかる税金です。
※これまでの「軽自動車税」が「軽自動車税（種別割）」へ名前が変わりました。

【追加】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의 폐차와 등록

경자동차세(종별할) 등은 해당연도의 4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것이니, 차량등록과 폐차수속을 확실하게 하

시기 바랍니다.
【추가】

自動車などの所有者にかかる税金
　自動車の廃車と登録

軽自動車税（種別割）などは当該年度の４月１日現在の所有者に課税されますので、車両の登録と廃車の手続きを確実に行って
ください。

【追加】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원동기자전거의 등록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체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운전면허증 등)과 －
체류카드 , 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自動車などの所有者にかかる税金
　原動機付自転車の登録

本人確認ができる書類（在留カード・特別永住者証明書・運転免許証等）と－
在留カードまたは特別永住者証明書などの本人確認がで
きる書類と

P45

P46

P43
별지　어린이클럽

別紙　こどもクラブ

P44

P44

P45

P41

별지　육아상담

別紙　育児相談

P42

P43
별지　아동관

別紙　児童館



페이지
ページ

항목
項目

개정 후
新

개정 전
旧

고령자복지

　●지역포괄지원센터 일람

아사쿠사

아사쿠사 4-26-2

※2022년 9월 말 무렵까지 센조쿠 3-28-13으로 임시 이전

【추가】

高齢者福祉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一覧

あさくさ
浅草４－２６－２
※令和４年９月末頃まで千束３－２８－１３に仮移転

【追加】

입학수속

　유치원
【삭제】 구립유치원의 보육료는 가정의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入学手続き
　幼稚園

【削除】
区立幼稚園の保育料は、家庭の収入の状況によって異なり
ます。

입학수속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구내에는 사립 유치원이 7곳 있습니다. 입원 자격 등에 대해서는 직접 유치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유치원 또는 서무과(6층 ☎ 03-5246-1236)

또한 사 립 유 치원에 다 니고 있 는 원 아의 보 호자에게 

각 종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문의: 유치원 또는 서무과(6층 ☎ ０３-５２４６-１４０２)

入学手続き
　幼稚園

私立幼稚園
　区内には私立の幼稚園が７園あります。入園資格等については直接幼稚園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問合せ：幼稚園または庶務課（６階　☎ ０３－５２４６－１２３６）

また、私立幼稚園に就園している園児の保護者に、各種の
補助金を交付しています。
問合せ：幼稚園または庶務課（６階　☎ ０３－５２４６－１４０
２）

스포츠시설
■키요시마 온수수영장

スポーツ施設
■清島温水プール

스포츠시설

■류호쿠 스포츠 프라자

スポーツ施設
　■柳北スポーツプラザ

도서관
　■중앙 도서관

장서수(장서 데이터 2018년3월 현재)：도서 366,000권, 신문 37종, 잡지 322종, CD 약14,300 개, 비디오· DVD 약 
5,300개

장서수(장서 데이터 2017년3월 현재)：도서 366,000
권, 신문 37종, 잡지 322종, CD 약14,000 개, 비디오· 
DVD 약 5,000개

図書館
　■中央図書館

蔵書数（蔵書データ平成３０年３月現在）：
図書約３６６，０００冊、新聞３７紙、雑誌３２２誌、ＣＤ約１４，３００点、ビデオ・ＤＶＤ約５，３００点

蔵書数（蔵書データ平成２９年３月現在）：
図書訳３６６，０００冊、新聞３７紙、雑誌３２２誌、ＣＤ約１４，０
００点、ビデオ・ＤＶＤ約５，０００点

도서관
　■중앙 도서관

図書館
　■中央図書館

도서관

　■중앙 도서관 야나카 분실
개관시간：오전 9시30분 ~ 오후 ７시 오후 9시

図書館
　■中央図書館谷中分室

開館時間：午前９時３０分～午後７時 午後９時

도서관

　■네기시도서관
개관시간：오전 9시30분 ~ 오후 ７시 오후 ８시

図書館
　■根岸図書館

開館時間：午前９時３０分～午後７時 午後８時

P52 https://www.city.taito.lg.jp/library/index.html http://www.city.taito.lg.jp/index/li-brary/index.html

P52

P53

https://www.taito-shakyo.com/pool-tk/ http://www.taito-shakyo.com/pool-tk/

P51

별지 류호쿠 스포츠 프라자

別紙　柳北スポーツプラザ

P52

P46

P47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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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目

개정 후
新

개정 전
旧

도서관
　도서관을 이용할 때

図書館
　図書館の利用にあたって

도서관
　도서관을 이용할 때

⑤책은 어느 도서관이라도 반환할 수 있 습니다. 도서관 카운터 또는 도서관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북포스트에 반환해 

주십시오.

⑤책은 어느 도서관이라도 반환할 수 있 습니다. 도서관

이 닫혀 있을 때는 도서관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북포스

트에 넣어 주십 시오

図書館
　図書館の利用にあたって

⑤本はどの図書館へも返せます。図書館カウンター又は、図書館の入口に備えてあるブックポストへお返しください。
⑤本はどの図書館へも返せます。図書館が閉まっている時
には図書館の入口に備えてあるブックポストに入れてくださ
い。

도쿄도 외국인상담창구 도청제 1 본청사3 층 남쪽 【추가】

東京都外国人相談窓口 都庁第一本庁舎３ 階　南側 【追加】

도쿄도 보건의료 정보센터´히마와리

（해바라기）’（의료제도・의료기관안내）

東京都保健医療情報センター
「ひまわり」（医療制度・医療機関案内）

외국인 체류 종합인포메이션센터 
(입국•체류에 관한 수속)

도쿄출입국체류관리국　☎ ０５７０-０１-３９０４ 토쿄입국관리국

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
ター
（入国・在留に関する手続き）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　☎ ０５７０－０１－３９０４ 東京入国管理局

외국인을 위한 인권상담소 
(인권침해상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필리피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네팔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필리핀어, 포르투갈어 및 베트남

어

外国人のための人権相談所
（人権侵害相談）

英語、中国語、韓国語、フィリピノ語、ポルトガル語、ベトナム語、ネパール語、スペイン語、インドネシア語、タイ語
英語、中国語、韓国語、フィリピノ語、ポルトガル語及び、ベ
トナム語

도쿄 외국인 고용서비스센터
(직업상담 ·직업소개)

☎ ０３-５３６１-８７２２

통역(영어ㆍ중국어)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토・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는 휴무)

https://jsite.mhlw.go.jp/tokyo-foreigner/

☎ ０３-５３３９-８６２５

통역(영어ㆍ중국어)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문의해 주

십시오.월~금요일: 오전 １０시~오후 ６시(공휴일 및 연말

연시는 휴무)

http://jsite.mhlw.go.jp/tokyo-foreigner/

東京外国人雇用サービスセンター
（職業相談・職業紹介）

☎ ０３－５３６１－８７２２
通訳( 英語・中国語) が必要な場合は事前に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月～金曜日：午前９ 時００ 分～午後５ 時００ 分（土・日・祝日及び年末年始は休み）
httpｓ://jsite.mhlw.go.jp/tokyo-foreigner/

☎ ０３－５３３９－８６２５
通訳( 英語・中国語) が必要な場合は事前に問い合わせて
ください。
月～金曜日：午前１０ 時００ 分～午後６ 時００ 分（祝日及び
年末年始は休み）
http://jsite.mhlw.go.jp/tokyo-foreigner/

P55

P55

P54

P54

P55
https://www.himawari.metro.tokyo.jp/

https://www.himawari.metro.tokyo.jp/kt/

http://www.himawari.metro.tokyo.jp/

http://www.himawari.metro.tokyo.jp/kt/

P55

P54

별지　③대출수·대출기간

別紙　③貸出冊数・貸出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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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쿠 외국인 고용지원ㆍ지도센터
(직업상담· 직업소개)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15분(토・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는 휴무)

https://jsite.mhlw.go.jp/tokyo-hellowork/list/shinjuku/madoguchi_goannai/
gaisen.html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15분(공휴일 및 연

말연시는휴무)

http://jsite.mhlw.go.jp/tokyo-
foreigner/gaikokujin_center_goannai.html

新宿外国人雇用支援・指導センター
（職業相談・職業紹介）

月～金曜日：午前８ 時３０ 分～午後５ 時１５ 分（土・日・祝日及び年末年始は休み）
https://jsite.mhlw.go.jp/tokyo-hellowork/list/shinjuku/madoguchi_goannai/gaisen.html

月～金曜日：午前８ 時３０ 分～午後５ 時１５ 分（祝日及び
年末年始は休み）
http://jsite.mhlw.go.jp/tokyo-
foreigner/gaikokujin_center_goannai.html

도쿄도 노동 상담 정보센터

 (노동 상담)

東京都労働相談情報センター
(労働相談)

도쿄국세국（국세・소득세）

東京国税局（国税・所得税）

우편안내서비스(우편안내)

월~금요일：오전 8시 ~오후9시

토·일·공휴일：오전 9시 ~오후9시

https://www.post.japanpost.jp/english

월~금요일：오전 8시 ~오후10시

토·일·공휴일：오전 9시 ~오후10시

http://www.post.japanpost.jp/english

郵便案内サービス（郵便案内）
月～金曜日：午前８ 時～午後９ 時
土・日・祝：午前９ 時～午後９ 時
https://www.post.japanpost.jp/english

月～金曜日：午前８ 時～午後１０ 時
土・日・祝：午前９ 時～午後１０ 時
http://www.post.japanpost.jp/english

생활정보
생활정보

도쿄도창생재단" TSUNAGARI "

생활정보

도쿄도 국제교류위원회

リビング・インフォメーション
リビング・インフォメーション
一般財団法人　東京都つながり創生財団

リビング・インフォメーション
東京都国際交流委員会

도쿄에서의 생활
도쿄에서의 생활

도쿄도창생재단" TSUNAGARI "

도쿄에서의 생활

도쿄도 국제교류위원회

Life in Tokyo
Life in Tokyo
一般財団法人　東京都つながり創生財団

Life in Tokyo
東京都国際交流委員会

P56 https://www.nta.go.jp/english/ http://www.nta.go.jp/english/

P56

P56

P56

P56

P56 https://www.hataraku.metro.tokyo.ｌｇ.jp/soudan-c/center/
http://www.hataraku.metro.tokyo.jp/soudan-
c/center/



 

 

 

  

 

 

 

●구민 사무소• 분실, 지구센터의 업무내용
구민 사무소 구민 사무소 분실 지구센터 구민 사무소 구민 사무소 분실

3개소 2개소 6개소 3개소 2개소

주민표 복사 ○ ○ △*주2 주민표 복사 ○ ○

인감등록증명 ○ ○ △*주2 인감등록증명 ○ ○

호적전부사항증명 ○ ○ × 호적전부사항증명 ○ ○

호적개인사항증명 ○ ○ × 호적개인사항증명 ○ ○

호적부표 ○ × × 호적부표 ○ ×

신원증명 ○ × × 신원증명 ○ ×

과세, 납세증명서(구민세·도

민세)
○ ○ △*주2

과세, 납세증명서(구민세·도

민세)
○ ○

특별구민세•도민세 ○ ○ × 특별구민세•도민세 ○ ○

경자동차세 ○ ○ × 경자동차세 ○ ○

국민건강보험료 ○ ○ × 국민건강보험료 ○ ○

개호보험료 ○ ○ × 개호보험료 ○ ○

후기고령자 의료 보험료 ○ ○ × 후기고령자 의료 보험료 ○ ○

전입·전출·전거 ○ ○ × 전입·전출·전거 ○ ○

인감등록 ○ ○ × 인감등록 ○ ○

국민건강보험 가입•상실 ○ ○ × 국민건강보험 가입•상실 ○ ○

국민연금가입•상실 ○ ○ × 국민연금가입•상실 ○ ○

모자건강수첩 ○ ○ × 모자건강수첩 ○ ○
창구 야간연장 ○*주1 × × 창구 야간연장 ○*주1 ×

도서관의 도서반납 ○*주2 × × 도서관의 도서반납 ○*주2 ×

구민관의 접수 ○ ○ ○ 구민관의 접수 ○ ○

마을회, 단체들의 연대, 조정 ○ ○ ○ 마을회, 단체들의 연대, 조정 ○ ○

재해응급대책 ○ ○ ○ 재해응급대책 ○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임시 

번호판) 의 접수, 교부
○ ×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임시 

번호판) 의 접수, 교부
○ ×

마이넘버 카드의 교부•신청 ○ ○ × 마이넘버 카드의 교부•신청 ○ ○

*주1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까지. 단 다른 자치단체나 관계기관에 확인 등이 필요한 업무(예: 전입신고 등)에 *주1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까지. 단 다른 자치단체나 관계기관에 확인 등이 필요한 업무(예: 전입신고 등)에

　　　　       or related institutions (Example: Moving Notification) may not be possible to complete, please ask in advance.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업무가 있으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r related institutions (Example: Moving Notification) may not be possible to complete, please ask in advance.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업무가 있으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CD·DVD·비디오의 반환은 되지 않습니다. *주2 CD·DVD·비디오의 반환은 되지 않습니다.

*주2 확인이 필요한 발급(히가시우에노지구센터는 제외)에 대해서는 창구에서의 당일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3 확인이 필요한 발급(히가시우에노지구센터는 제외)에 대해서는 창구에서의 당일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counter. If you would like something issued via mediation, please apply with the city office(Family Registration 확인이 필요한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청(호적주민서비스과·세무과)에 신청을 하고, 다음 　　　　　　　counter. If you would like something issued via mediation, please apply with the city office(Family Registration 확인이 필요한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청(호적주민서비스과·세무과)에 신청을 하고, 다음

               Residents’ Service Section or Tax Administration Section) in advance, and then pick up the Copy of Residence 업무일의 오후에 희망하는 지구센터에서 주민표나 과세증명서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sidents’ Service Section or Tax Administration Section) in advance, and then pick up the Copy of Residence 업무일의 오후에 희망하는 지구센터에서 주민표나 과세증명서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주요업무
지구센터

6개소

증
명
서
의
발
급

증
명
서
의
발
급

△* 주3

△* 주3

×

×

×

×

△* 주3

납
부

납
부

×

×

×

×

×

신

고

신

고

×

×

×

×

×

기

타

기

타

×

×

○

○

○

×

×

육아상담
장소 개최일 접수시간

니혼즈쓰미 어린이 가정지

원센터

니혼즈쓰미 2-9-21

첫째 목요일 오전 10시-11시

가나스기 구민관

시타야 3-1-30
셋째 목요일

오후 1시 30분~2시 30

분

니혼즈쓰미 어린이 가정지

원센터 야나카 분실

야나카 2-9-21

첫째 화요일 오전 10시-11시

고토부키 어린이 가정지원센

터

고토부키 1-10-10

둘째 금요일 오전 10시~11시

이마도 아동관 

이마도 1-3-6
셋째 금요일 오전 10시~11시

다이토어린이 가정지원센터 

다이토 1-25-5
둘째 수요일 오전 10시~11시

생애학습센터 4층

 (하바타키 21)

 니시아사쿠사 3-25-16

첫째 목요일
오후 1시 30분~2시 30

분

장소/소재지 개최일 개최시간

아사쿠사 보건 상담 센터 

하나카와도２－１１－１０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11시 30분

(접수 오전 10시 15분

까지)

다이토 보건소

히가시우에노 4-22-8
넷째 화요일

오전 10시~오전 11시 

30분(접수 10시 15분

까지)

장소 개최일 접수시간

가나스기 구민관

시타야 3-1-30
셋째 목요일

오후 1시 30분~2시 

30분

야나카 커뮤니티센터구민관 

(  야나카 방재 커뮤니티센타 

내)  

야나카 5-6-5

첫째 화요일 오전 10시-11시

고토부키 어린이 가정지원센

터

고토부키 1-10-10

둘째 금요일 오전 10시~11시

이마도 아동관 

이마도 1-3-6
셋째 금요일 오전 10시~11시

다이토어린이 가정지원센터 

다이토 1-25-5
둘째 수요일 오전 10시~11시

생애학습센터 4층

 (하바타키 21)

 니시아사쿠사 3-25-16

첫째 목요일
오후 1시 30분~2시 

30분

장소/소재지 개최일 개최시간

다이토 보건소

히가시우에노 4-22-8
넷째 화요일

오전 10시~오전 11시 

30분(접수 10시 15분

까지)

아사쿠사 보건 상담 센터 

하나카와도 1-14-16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11시 30분

(접수 오전 10시 15분

까지)



 

 

 

  

 

  

 

 

 

아동관
센조쿠 아동관 센조쿠3-20-6 ☎ 03-3874-1714

다마히메 아동관※1 기요카와2-22-13 ☎ 03-3874-6571

다이토 아동관 다이토1-11-5 ☎ 03-3832-8493

이카노하타 아동관 이카노하타2-3-3 ☎ 03-3823-6644

마쓰가야 아동관※2 마쓰가야4-15-11 ☎ 03-3841-6734

이마도 아동관 이마도1-3-6 ☎ 03-3876-1656

고토부키 아동관 고토부키1-4-5 ☎ 03-3844-8602

야나카 아동관 야나카5-6-5 ☎ 03-3824-4043

※1　2019년 3월까지 임시 시설　※2 2018년도 대규모 개수공사

어린이클럽
 (공설민영)

센조쿠 어린이클럽 센조쿠3-20-6 ☎ 03-3876-0380

히가시이즈미 어린이클럽 미노와1-23-9 ☎ 03-3876-4214

다마히메 어린이클럽※ 1 기요카와2-22-13 ☎ 03-3876-0358

히가시 아사쿠사 어린이클럽 히가시 아사쿠사2-27-19 ☎ 03-3874-4979

다케초 어린이클럽 다이토3-25-4 ☎ 03-3839-1755

이카노하타 어린이클럽 이카노하타2-3-3 ☎ 03-3827-7939

야나카 어린이클럽 야나카5-6-5 ☎ 03-3827-7936

마쓰가야 어린이클럽※ 2 마쓰가야4-15-11 ☎ 03-3841-6738

시타야 어린이클럽 시타야3-1-14 ☎ 03-3871-0841

마쓰바 어린이클럽 마쓰가야1-13-16 ☎ 03-3845-0209

아사쿠사어린이클럽 하나카와도1-14-21 ☎ 03-3844-8565

고토부키 어린이클럽 고토부키1-4-5 ☎ 03-3844-8629

고토부키 제2어린이클럽 고토부키1-4-5 ☎ 03-3844-8606

아사쿠사바시 어린이클럽 아사쿠사바시5-1-8 ☎ 03-3863-0736

류센 어린이클럽 류센2-10-6 ☎ 03-3871-6285

센조쿠 초등학교 어린이클럽 아사쿠사4-24-11 ☎ 03-3873-5821

후지 어린이클럽 아사쿠사4-48-9 ☎ 03-3875-5159

키타우에노 어린이클럽 키타우에노2-15-6 ☎ 03-3843-9525

타와라 어린이클럽 가미나리몬1-4-4 ☎ 03-5828-3552

긴류 어린이클럽 센조쿠1-9-14 ☎ 03-3871-5311

이마도 어린이클럽 이마도1-3-6 ☎ 03-5603-0151

이시하마 어린이클럽 기요카와1-14-21 ☎ 03-3875-0551

구라마에 어린이클럽 구라마에 4-19-6 ☎ 03-3851-1611

네기시 어린이클럽 네기시 3-9-2 ☎ 03-3872-1120

(민설민영)

다이토이리야 어린이클럽 이리야1-13-9 ☎ 03-6802-2830

※1　2019년 3월까지 임시 시설　※2　2018년도 휴업

센조쿠 아동관 센조쿠3-20-6 ☎ 03-3874-1714

다마히메 아동관※1 기요카와2-24-9 ☎ 03-3874-6571

다이토 아동관 다이토1-11-5 ☎ 03-3832-8493

이카노하타 아동관 이카노하타2-3-3 ☎ 03-3823-6644

마쓰가야 아동관※2 마쓰가야4-15-11 ☎ 03-3841-6734

이마도 아동관 이마도1-3-6 ☎ 03-3876-1656

고토부키 아동관 고토부키1-4-5 ☎ 03-3844-8602

야나카 아동관 야나카5-6-5 ☎ 03-3824-4043

※1　2019년 3월까지 임시 시설　※2 2018년도 대규모 개수공사

 (공설민영)

센조쿠 어린이클럽 센조쿠3-20-6 ☎ 03-3876-0380

히가시이즈미 어린이클럽 미노와1-23-9 ☎ 03-3876-4214

다마히메 어린이클럽※ 1 기요카와2-24-9 ☎ 03-3876-0358

히가시 아사쿠사 어린이클럽 히가시 아사쿠사2-27-19 ☎ 03-3874-4979

다케초 어린이클럽 다이토3-25-4 ☎ 03-3839-1755

이카노하타 어린이클럽 이카노하타2-3-3 ☎ 03-3827-7939

야나카 어린이클럽 야나카5-6-5 ☎ 03-3827-7936

마쓰가야 어린이클럽※ 2 마쓰가야4-15-11 ☎ 03-3841-6738

시타야 어린이클럽 시타야3-1-14 ☎ 03-3871-0841

마쓰바 어린이클럽 마쓰가야1-13-16 ☎ 03-3845-0209

아사쿠사어린이클럽 하나카와도1-14-21 ☎ 03-3844-8565

고토부키 어린이클럽 고토부키1-4-5 ☎ 03-3844-8629

고토부키 제2어린이클럽 고토부키1-4-5 ☎ 03-3844-8606

아사쿠사바시 어린이클럽 아사쿠사바시5-1-8 ☎ 03-3863-0736

류센 어린이클럽 류센2-10-6 ☎ 03-3871-6285

센조쿠 초등학교 어린이클럽 아사쿠사4-24-11 ☎ 03-3873-5821

후지 어린이클럽 아사쿠사4-48-9 ☎ 03-3875-5159

키타우에노 어린이클럽 키타우에노2-15-6 ☎ 03-3843-9525

타와라 어린이클럽 가미나리몬1-4-4 ☎ 03-5828-3552

긴류 어린이클럽 센조쿠1-9-14 ☎ 03-3871-5311

이마도 어린이클럽 이마도1-3-6 ☎ 03-5603-0151

이시하마 어린이클럽 기요카와1-14-21 ☎ 03-3875-0551

(민설민영)

다이토이리야 어린이클럽 이리야1-13-9 ☎ 03-6802-2830

※1　2019년 3월까지 임시 시설　※2　2018년도 휴업

류호쿠 스포츠 프라자

수영장 이용안내

연령 및 이용
아이와 부모의 시간

(수심 60~80cm)

일반 이용

(수심 120cm)

만 3세~초등학교 입학 전 〇※１ ×

초등학교 1~3학년 〇※２ 〇※１

초등학교 4~6학년 〇 〇※３

중학생 이상 × 〇

※1・・・보호자 1명당 2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2・・・보호자 1명당 4명(만 3세~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 2명 포함)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3・・・18시 이후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배웅 및 마중하는 경우에 한해 2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 수심

연령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보호자 1명에 어린이 2

명까지입장 가능

보호자 1명에 어린이 4

명(상기2명 포함)까지 

입장 가능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입장 가능 입장 가능

<일반 이용>

오전9시∼오후 7시

120cm

<아이와 부모의 시간>

오전 9시~12시까지

토요일 60cm

일요일ㆍ공휴일 80cm

<일반 이용>

오후 7시 이후

120cm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의어린이
입장 불가

보호자 1명에 어린이 2

명까지입장 가능
입장 불가

보호자 1명에 어린이 2명까

지입장 가능

보호자의 동반 또는 마중과 

배웅을 할 경우는 입장이 가

능합니다.

③대출수·대출기간.
대출수 대출기간 연장(※)

도서 • 잡지 1인 15권까지 2주간 2주간

CD 1인 3개까지 2주간 2주간

DVD • 비디오 1인 2개까지 1주간 1주간

※연장은 예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한 번만 가능합니다. 기간은 수속을 밟은 날부터 2주간입니다.

대출수 대출기간

도서 • 잡지 1인 15권까지 2주간

CD 1인 3개까지 2주간

DVD • 비디오 1인 2개까지 1주간

※연장은 예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한 번만 가능합니다. 기간은 수속을 밟은 날부터 2주간입니다.

연장(※)

2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