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하는 상담 사례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의 ‘외국인 상담 

코너’도 이용해 주십시오

(2~3면 참조)

　구청에서 해야 하는 수속, 육아ㆍ교육에 관한 사항, 일상 생활에서 느낀 궁금증 등, 평소 생활에서 몰랐던 사항, 고민, 

어려움은 없습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상담은 모두 무료이며 비밀을 반드시 지켜 

드립니다.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 체류자격 및 비자, 구직, 의료정보 등 전문 분야의 상담도 다언어로 

대응할 수 있는 관계기관을 상담원이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상담해 

주십시오.

장소: 신주쿠 구청 본청사 1층

시간: 오전 9시 30분~12시  오후 1시~4시 30분

대응언어:

월 화 수 목 금

영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전화상담: 영어ㆍ일본어 03-5272-5060

 중국어 03-5272-5070

 한국어 03-5272-5080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이를 일본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우편으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만, 

일본어를 읽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사할 때는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쓰레기 

배출방법을 

모릅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는 

교실은 있습니까?결혼에 필요한 

수속은?

곤란할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구청 외국인 상담창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제 26 호 발행 신주쿠구 지역문화부 문화관광국제과

우 160-8484 도쿄도 신주쿠구 카부키쵸 1-4-1

전화：03-5273-3504  FAX：03-3209-15002011년 9월 30일 발행 각 담당부서에 문의할 경우는 , 일본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판 홈페이지

http://www.city.shinjuku.lg.jp/foreign/korean/

신주쿠  뉴스

다음 호는 2012 년 1 월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 구청 ,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 , 출장소 , 도서관 등 각 공공시설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에서 온 황샨입니다. 일본에 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신주쿠구에서 

보내는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좀 더 일본어 공부를 하고 싶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생각하던 참에 친구가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체험!

어떤 곳인지 벌써부터 두근두근 거립니다!

자, 첫 플라자 체험기 개봉박두!

다목적 공간
이곳은 일본어교실 및 국제 이해 강좌가 열리는 곳으로 특히 

‘국제 교류 살롱’은 매번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합니다(3면 

참조). 오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시 들여다 봅시다….

접수
먼저 접수처에서 플라자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국제 교류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 대학생으로 매우 상냥합니다. 모두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 더욱 안심이 되더군요.

무료 일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당일 플라자에 

오시면 OK! 

참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무 료  일 본 어 교 실 에 

참 가 해  보 았 습 니 다 ! 

요일에 따라 내용이 달라 

흥미로울 듯!

좋은 기회이므로 일본어 

자 원  봉 사 자 에 게 

일본어에 관한 궁금한 

점을 물어 보았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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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쿠 일본어 네트워크(무료 일본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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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는 128개국 12만 명을 돌파!특집

일본어를 배우기 위한 교재가 가득! 일본 문화나 국제 

교류에 관한 책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습 공간은 

시간에 따라서는 만석이 될 만큼 인기 있는 코너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의욕이 

샘솟지요! 친구를 사귀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본어 학습 코너

あい

      うえお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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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문의

우 160-0021 신주쿠구 카부키쵸 2-44-1 하이지아 11 층

☎ 03-5291-5171  FAX 03-5291-5172

오시는 길 JR 신주쿠역 동쪽 출구에서 도보 10 분 ,
세이부 신주쿠역에서 도보 5 분

개관시간 오전 9 시~오후 9 시

휴관일 매월 둘째ㆍ넷째 주 수요일 , 연말연시 
(12 월 29 일~다음 해 1 월 3 일 )

URL http://www.regasu-shinjuku.or.jp/?p=286

　　 플라자를 방문하고…

플라자는 일본 생활을 보다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한 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은 물론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 분이라도 새로운 만남과 
발견이 있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플라자에는 함께 생각해 
주는 상담원과 자원 봉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플라자에서 대인기♪ ‘국제 교류 살롱’
일시: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6시 45분~8시 30분

장소: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하이지아 11층)

정원: 50명 정도

참가비: 1명 200엔

신청: 사전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일 모임 

장소로 직접 나오십시오.

문의: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

월 화
수

(둘째 주ㆍ넷째 주 제외)
목 금

한국어
(오후)

중국어
태국어

영어
영어

중국어
미얀마어

영어
(셋째 주만)

한국어

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연말연시, 공휴일 및 매월 둘째 

주ㆍ넷째 주 수요일 제외)

전화상담: 03-5291-5171

상담료: 무료

※플라자에는 체류자격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기관도 입주해 

있습니다.

외국인 종합상담지원센터

주로 체류자격 및 비자에 관한 문의에 대응

시간: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플라자 휴관일 제외)

전화상담: 03-3202-5535 또는 03-5155-4039

상담료: 무료

대응언어: (상시 대응) 영어ㆍ중국어ㆍ포르투갈어ㆍ스페인어, 기타 4개 

언어는 요일별

상세: http://www2.ocn.ne.jp/~ccf/

플라자에는 일상 생활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상담원이 
있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소한 일임에도 상담원이 친절하게 대응해 
주셔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만나서 상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국어로 상담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플라자는 구의 시설이므로 

각종 수속이나 절차를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부담 
없이 이용해 주십시오.

외국인 상담 코너

다언어 정보ㆍ자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행정 
정보는 물론 일본어 학습, 자원 봉사자, 국제 교류, 
강좌ㆍ이벤트에 관한 정보지도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본 생활을 보다 알차고 보람 있게 

보 내 려 면 
정보 수집이 
중요합니다. 
정 보 지 나 
홍 보 지 는 
집에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자료ㆍ정보 코너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

플라자에서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중국어를 

가르쳐 드릴 테니 일본어를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 는  게 시물 을 

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친구가 생길지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게시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시다!

신주쿠 프린스호텔

오오쿠보방면

쇼쿠안도로

세이부신주쿠역 신주쿠구청

스튜디오 아르크

하나조노신사

야스쿠니도로

LUMINE EST
신주쿠도로

신주쿠역
코슈가도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

( 하이지아 11 층 )

오오쿠보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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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레이드 오전 11시 10분~
코 스  신 주 쿠  도 오 리 ( 거 리 ) ㆍ 메 이 지  도 오 리 

교차로~신주쿠 도오리~알타 앞~오오가드(육교)~ 

신주쿠역 서쪽 출구~코우가쿠인 대학교

☆페스티벌 오후 1시~5시
장소 신주쿠역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의 각 지역 

행사장(신주쿠 스테이션 스퀘어, 신주쿠 사잔 테라스 외)

내용 고적대 공연, 치어리더 공연, 거리 공연 등

☆ Heaven Artist In 신주쿠
오후 1시 30분~4시 30분
장소 신주쿠 도오리(거리) 6곳의 행사장

내용 거리 공연 퍼포먼스

문의 문화관광국제과 TEL 03-5273-4069

　신주쿠 예술 천국의 개막을 장식하는 것은 신주쿠의 동서를 

잇는 지역 초등학교와 대학교의 고적대 등이 참가하는 퍼레이드. 

각 행사장에서는 취주악, 아와 오도리(춤) 등의 공연과 활기 

넘치는 다양한 거리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거리 전체가 극장으로 

변모한 신주쿠 예술 천국을 즐겨 보십시오.

　저절로 몸이 움직인다! 
체육의 날에 신주쿠는 
즐거운 이벤트로 가득! 
일본의 전통 무술과 세계 
각국의 춤, 배구와 풋살, 
수영 등 즐거운 체험 
코너가 모두 한 곳에 집합! 
에어로빅과 필라테스 , 
요가 등 인기 미용과 건강 
프로그램도 모두 무료이며, 
사전 신청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기 편한 복장으로 당일 직접 행사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타카다노바바 야부사메는 에도시대인 
1728년에 8대 장군 토쿠가와 요시무네가 
대를 이을 자식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며 
아나하치만구(신사)에 봉납한 것이 
시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부사메의 행렬은 아나하치만구를 
출발하여 도립 토야마공원까지 행진한 
후에 공원 내에서 질주하는 말 위에서 
3개의 과녁을 화살로 쏘는 연무를 펼칩니다.
※우천 시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일 시 10월 10일(월ㆍ공휴일)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장 소 신주쿠 코즈믹 스포츠센터(오오쿠보 3-1-2)

신주쿠 스포츠센터(오오쿠보 3-5-1) 외

문 의 공익재단법인 신주쿠 미래창조재단 03-3232-7701

참가비 무료(단, 입석 관람)

일 시 10월 10일(월ㆍ공휴일) 오후 2시~3시 30분

장 소 도립 토야마공원(하코네야마지구ㆍ신주쿠구 토야마 3쵸메)

주 최 타카다노바바 야부사메 보존회

문 의 신주쿠 역사박물관 TEL 03-3359-2131

교 통 도쿄 메트로 토우자이선 와세다역 하차 도보 8분

도쿄 메트로 부도심선 니시 와세다역 하차 도보 10분

도영 버스 가쿠(学) 02 계통 와세다 정문행 바바시타마치 하차 

도보 5분

일시 10월 9일(일)

신주쿠 스포레크 2011신주쿠 스포레크 2011 타카다노바바 야부사메타카다노바바 야부사메

신주쿠 예술 천국 2011신주쿠 예술 천국 2011신주쿠 예술 천국 2011

신주쿠구에서 즐기는 가을

야스쿠니 도오리

신주쿠 도오리

오우메 가도

코우슈 가도

이세탄

마루이 본관

신주쿠 미츠코시 아르코트

키노쿠니야 서점

나카무라야

신주쿠 타카노

신주쿠 알타

신주쿠 스테이션 
스퀘어

서브나드 ( 지하 상가 )

코우가쿠인 대학교

에스텍 광장
오다큐 백화점

케이오우 백화점

신주쿠 사잔 테라스

JR 본사 빌딩

사잔 타워
타카시마야 타임즈 스퀘어

JR
신
주
쿠
역

메
이
지 

도
오
리

신주쿠 코마 스타디움 ( 폐관 )

신주쿠 구청

LUMINE EST

카리욘바시 ( 다리 )

오다큐 HALC

스바루 빌딩

신주쿠 미츠이빌딩

■ Heaven Artist In 신주쿠

★신주쿠 예술 천국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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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 신주쿠ㆍ댄스 페스티벌 2011

2011
　토야마공원에서 개최하는 매년 연례 행사인 구민 

축제입니다. 3곳의 무대에서는 북과 재즈 연주, 일본과 

해외의 춤을 선보입니다. 8곳의 광장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이벤트와 각 지역의 명산품, 간이 

판매점 등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내 최대 규모의 

축제에 가족과 함께 참가해 주십시오.

　이국적인 매력이 물씬 !

　‘댄스 페스티벌’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 신주쿠에서 개최하는 다문화 공생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입니다 .

　당일에는 민족 무용ㆍ음악 퍼포먼스 , 전 

세계의 이국적인 요리 장터 , 각국 소개 코너 

등 ‘다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이벤트가 풍성 .

　신주쿠에서 전 세계의 문화를 즐겨 

주십시오 .

　카부키쵸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재건하기 위한 활동인 ‘카부키쵸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주도하는 예술ㆍ이벤트 ‘학생 크리에이터즈ㆍ축제 in 신주쿠 2011’을 개최합니다.

　학생들의 자유롭고 풍부한 상상력에서 탄생한 오브제나 영상 작품을 신주쿠역 동쪽 출구에서 

카부키쵸까지의 공공 공간ㆍ시설에 전시합니다. 그 밖에 기간 중에는 디자인 T셔츠 전시나 예술ㆍ바자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꼭 방문해 주십시오.

학생 크리에이터즈ㆍ축제
in 신주쿠 2011

아트ㆍ무브먼트 신주쿠
(T셔츠 전시, 아트ㆍ바자회 등)

라이팅&사운딩
프로젝트

킥오프ㆍ포럼 라이브ㆍ스테이지

기간 10월 15일(토)~23일(일) 10월 21일(금)~23일(일) 10월 15일(토)~16일(일) 10월 15일(토) 10월 21일(금)~23일(일)

장소
신주쿠 모아 4번가, 

센트럴 로드, 시네시티 광장
구립 오오쿠보 공원

시네시티 광장,
센트럴 로드

신주쿠 구청 본청사 5층 
대회의실

시네시티 광장

※표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시 10월 16일(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 소 토야마공원 오오쿠보지구(오오쿠보 산쵸메)

교 통 도쿄 메트로 부도심선 니시 와세다역에서 도보 3분

JR 야마노테선ㆍ세이부 신주쿠선 타카다노바바역에서 도보 

10분

JR 신오오쿠보역에서 도보 15분

※주차장은 없으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문 의 문화관광국제과 TEL 03-5273-4069

일  시 11월 5일(토) 오전 11시~오후 5시

비  용 무료

장  소 신주쿠 문화센터(신주쿠구 신주쿠 6-14-1)

문  의 공익재단법인 신주쿠 미래창조재단 문화교류과 03-3350-1141

20112011

국제도시 신주쿠ㆍ댄스 페스티벌 2011

카부키쵸 르네상스　학생 크리에이터즈ㆍ축제 in 신주쿠 2011

다문화 교류 페스티벌

　난민 지원자를 표창하고 

일 본 에 서  살 고  있 는 

베트남ㆍ라오스ㆍ캄보디아 

등에서 온 난민들이 모국의 

노래와 춤을 선보입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 시 10월 23일(일) 오후 1시~4시 30분

장 소 신주쿠 구립 신주쿠 문화센터 대강당

문 의 (재)아시아 복지교육재단 난민사업본부(RHQ)

TEL: 03-3449-0222

URL: http://www.rhq.gr.jp/

일본 정주 난민과 만남

후레아이 페스티벌후레아이 페스티벌

야부사메
도립 토야마공원(하코네야마지구)와

세
다 

도
오
리

타
카
다
노
바
바
역

토
우
자
이
선

메이지 도오리

신주쿠 스포츠센터 로비

JR 야마노테선

신오오쿠보역

오
오
쿠
보 

도
오
리

스와신사

토야마 고등학교

버스정류장

도립 장애인센터 앞

신주쿠 코즈믹센터

타카다노바바역

시부야 방면이케부쿠로 방면

후레아이 페스티벌
도립 토야마공원
( 오오쿠보지구 )

스포레크

신주쿠 스포츠센터

스포레크

부도심선

와세다역

니시 와세다역

버스정류장

바바시타마치

우체국

아나하치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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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에이즈ㆍ성감염증 (STI) 은 가까이에 있는 질병입니다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환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염에 주의하는 동시에 감염이 의심될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읍시다.

　2년 전에 세계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증상은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목 

통증 등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습니다. 평소부터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합시다.

　신주쿠구 보건소에서는 상담ㆍ검사를 익명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HIV와 성 감염증은 누구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성 감염증에는 자각증상이 없는 것도 있으므로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전염됩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감염 우려가 있는 분은 

상담ㆍ검사를 받읍시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① 손을 깨끗하게 씻읍시다(비누칠과 씻기에 15초 이상).

②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매너를 

준수하며 양치질을 합시다.

③ 외출할 때는 되도록 사람이 많은 곳은 자제합시다.

④ 영양과 수면을 취하고 체력을 유지합시다.

 기침 매너란 ?

ㆍ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티슈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가능한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려 1미터 

이상 떨어진다.

ㆍ콧물이나 가래 등이 묻은 티슈는 

날리지 않도록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 등에 버린다.

ㆍ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분은

◆주치의가  있는  분ㆍ가까운 

의료기관을 알고 있는 분

　검진 시간대ㆍ방법 등을 문의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진을 받아 

주십시오.

◆가까운 의료기관을 모르는 분

　아래 연락처로 상담해 주십시오.

<외국어 의료상담>

●도쿄도 보건의료정보센터 ‘히마와리’ TEL: 03-5285-8181

매일  오전 9시~오후 10시

대응언어: 영어ㆍ중국어ㆍ한국어ㆍ태국어ㆍ스페인어

●NPO법인 AMDA 국제의료정보센터 TEL: 03-5285-8088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스페인어

매일 오전 9시~오후 8시

포르투갈어 월ㆍ수ㆍ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필리핀어 수요일 오후 1시~5시

 【대응언어】영어 , 포르투갈어 , 스페인어 , 태국어

(1) HIV/에이즈 전화 상담 TEL 03-3369-7110

 【상담일】매주 목요일 오후 1시~5시

 (단 태국어는 원칙적으로 월 2회 , 검사일에만 실시합니다)

(2) HIVㆍ성감염증 (STI) 검사

 【검사내용】HIVㆍSTI(매독 , 클라미디아). 검사를 받을 경우는 

접수시간 내에 직접 검사 장소로 오십시오 .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

 【검사일】원칙적으로 매월 2회 목요일

 10월부터 12월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13일ㆍ10월 27일ㆍ11월 17일ㆍ12월 1일ㆍ12월 15일

 *결과는 일주일 후에 알려 드리므로 검사 장소로 오십시오 .

 【접수시간】오후 1시 30분~3시

 【장소】니시 신주쿠 보건센터(신주쿠구 니시 신주쿠 7-5-8)

 자세한 일정 등은 신주쿠구 외국어 홈페이지(최신 정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

　http://www.city.shinjuku.lg.jp/foreign/korean/oshirase/teiki/aids.html

1 외국어로 실시하는 HIV 상담 , 검사 2 일본어로 실시하는 HIV 상담 , 검사

3 JFAP 에이즈 서포트 라인

03-5940-2127

 　일본어 , 영어 , 스페인어 , 포르투갈어 , 태국어 , 

중국어 , 한국ㆍ조선어 , 타갈로그어로 대응 . 푸쉬 

회선을 이용해 주십시오 .

 【상담일】매일 24시간

(1) HIV/에이즈 전화 상담

 TEL 03-5273-3862(보건예방과 보건상담계)

 【상담일】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2) HIVㆍ성감염증 (STI) 검사

 【예약전화】※일본어로 실시하는 검사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

 TEL 03-5273-3859(보건예방과 예방계)

 ※검사일ㆍ검사 내용은 왼쪽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 .

인플루엔자에 주의를 !인플루엔자에 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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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 어린이의 
수요를 조사합니다 .

　신주쿠구는 향후 외국 국적 

등 의 어 린 이 를 대 상 으 로 

일본어와 학습 지원 , 보금자리 

확보 등 전면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 

학교나 일상 생활에서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 

폭넓은 수요를 묻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조사표를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뷰 조사에도 협력해 주십시오.

문의  문화관광국제과 03-5273-3504

　신주쿠구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40세~74세인 분을 

대상으로 구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2월 

31일 (토 )까지 검진을 받아 주십시오 .

【안내센터】

　예약방법을 알지 못할 때나 건강 검진표가 수중에 없을 때는 

신주쿠 구청 건강검진 안내센터 전화 03(5291)1410으로 9월 

20일 (화 )~11월 30일 (수 )의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에 

문의해 주십시오 .

【안내 엽서】

　2011 년 5 월 ~2011 년 6 월 

30 일까지 건강 검진을 받지 

않 은 40 세 ~74 세 까 지 인 

분에게 건강검진 안내엽서를 

9 월 16 일 ( 금 ) 에 발 송 할 

예정입니다 .

문 의  건 강 추 진 과 

검진계(제2분청사 분관 1층) 

03-5273-4207

　‘보육원’에서는 일이나 질병 등으로 

가정 내에서 자녀를 보육할 수 없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자녀를 맡아 보육합니다. 대상 

연령은 보육원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생후 

43일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입니다.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입원은 12월 

중순~1월 중순 사이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입원은 전월 15일경에 마감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제출일을 전화로 

예약해 주십시오.

문의

보육과 입원계(본청사 2층)　TEL 03-5273-4527

구립ㆍ사립 인가보육원 원아 모집

　초등학교 입학 전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로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에는 구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신년도의 입원 원아 모집은 보통 

10월경에 실시합니다.

　입원 등 자세한 내용은 희망하는 

유치원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각 유치원 또는 학교운영과 

보건급식ㆍ유치원계

(제1분청사 4층) 03-5273-3103

유치원 원아 모집

　 ‘ 어 린 이 원 ’ 은 

유치원과 보육원의 

기능을 함께 가지며, 

0 세부터  초등학교 

입 학  전  자 녀 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맞추어 

보육ㆍ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입원 등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각 어린이원 또는 어린이원 추진담당과

(본청사 2층) 03-5273-4047

어린이원 원아 모집

　평일에 구청에 오실 수 없는 분을 위해서 휴일 개청이 

시작됩니다.
일 시 월 1회  넷째 주 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장 소 구청 본청사 1층

시작 시기 10월 23일(일)부터

실시 업무

인감 등록 등

인감 등록, 폐지

호적주민과

인감 등록 증명서 교부

자동 교부기 이용 등록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교부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 상실 의료보험연금과

구세 증명서 납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교부 세무과

　신주쿠구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따른 구내 시설 등의 방사선량 및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http://www.city.shinjuku.lg.jp/
foreign/korean/

※TOP 페이지의 ‘구내 시설의 공간 방사선량 측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사선량 측정
휴 일 개 청

무료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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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일

본어를 배우자 !

　
　올해 3 월에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 당시 일본어를 몰

랐기 때문에 정보를 파악할 수 없거나 상황을 알 수 없어 노심초사

했던 분도 있었지 않을까요 ? 일본어를 조금만 알아도 일본에서 생활

하기 편리합니다 . 장을 보거나 전철을 타는 것 외에도 지진과 같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일본어를 모른다는 것은 올바른 정보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안을 느끼는 원인이 됩니다 . 신주쿠구 일본

어교실에 꼭 참가해 주십시오 . 일본어 초급자 한정 ! 일본어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 함께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

더불어 사는 사회
　다문화 공생이란 국적이나 민족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이

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는 다문화 공생과 관련된 최근 소식들을 

전해 드립니다 .

신주쿠구 일본어 교실
　신주쿠구에서는 일본어 초급자인 외국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본어교실 (SJC)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키타 신주쿠 생애학습관 교실의 모습을 취재합니다 .

　JR 오오쿠보역ㆍ히가시 

나 카 노 역 에 서  걸 어 서 

다닐 수 있는 키타 신주쿠 

생애학습관 교실은 주 2회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에도 

다양한 출신국의 학습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가르치는 자원 봉사자에게 교실의 모습을 묻자 ‘학습자들이 

학습 중에 여기 저기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원 봉사자와 

학습자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회화를 하면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키타 신주쿠 생애학습관 교실에는 학습 시간 도중에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습득한 일본어를 사용해 대화를 

나누는 이 10분 동안이 

학습자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학습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 봅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초급 

일본어를 배워봅시다.

　수강 인원에 여유가 있으면 

도중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입문 초급 레벨.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를 필요로 

하는 분. 단, 중학생 이하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기간 평일(9월~12월). 주 1회 교실과 주 2회 

교실이  있습니다 .  요일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학습시간은 오전 9:30~11:30, 오후 

6:30~8:30(월요일ㆍ목요일만). 주 1회 교실은 

제한적으로 2교실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장소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를 포함한 구내 

10곳(12개 교실)

참가비 주 1회 교실/2,000엔-

주 2회 교실/4,000엔-

※일단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공익재단법인 신주쿠 미래창조재단 

문화교류과

우160-0022 신주쿠구 신주쿠 6-14-1

ＴＥＬ 03-3350-1141　ＦＡＸ 03-3350-4839

E-mail  bunka@regasu-shinjuku.or.jp

　일본어 학습뿐만 아니라 함께 학습하는 동료가 생기거나 일본인인 

일본어 자원 봉사자 와 친해져 이 교실에 다니는 시간이 일본 

생활에서 하나의 즐거움이 된 듯 합니다.

　히라가나, 카타카나와 같은 

기초라도 일본어 자원 봉사자가 

친절하게 가르칩니다. 신주쿠구 

일본어교실에 참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즐겁게 

공부합시다! 차를 마시면서 즐거운 대화.

학습자 여러분의 목소리

신주쿠구 일본어교실 2학기　학습자 모집　　

다른 학습자와 친구가 되어 함께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어 학습 이외에도 일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 등을 상담해 주시는 자원 봉사자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회 한 회 수업이 무척 즐겁고 매번 
기다려집니다. 가르쳐 주시는 자원 봉사자들은 
친절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할 때까지 
정성을 다해 가르쳐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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