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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 내용을 다언어로 설명하는 「생활 지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7 쪽에 나와 있는 미나미 라운지에 문의해 주세요.

1

1 미나미구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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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구는 어떤 곳인가요?
요코하마시
요코하마시에는 18 개의
구가 있어요!

아오바
쓰즈키
고호쿠
미도리

쓰루미

가나가와
아사히
세야
호도가야

니시

미나미
이즈미
도쓰카

고난
이소고

사카에
가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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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

인구
외국인 수
외국인 비율
면적
인구밀도
평균연령
구의 꽃

195,225 명(2018 년 10 월 1 일 시점, 요코하마시 18 구 중 제 11 위)
9,654 명(2018 년 3 월 31 일 시점, 요코하마시 18 구 중 제 3 위)
4.85%(2018 년 3 월 31 일 시점, 요코하마시 18 구 중 제 2 위)
12.63 ㎢(2018 년 10 월 1 일 시점, 요코하마시 18 구 중 제 17 위)
15,457 명/㎢(2018 년 10 월 1 일 시점, 요코하마시 18 구 중 제 1 위)
47.4 세(2018 년 9 월 30 일 시점, 요코하마시 18 구 중 제 5 위)

벚꽃

마크・로고

캐릭터

이름「미낫치」
프로필
사쿠라(벚꽃)의 꽃잎을 모티프로 한 벚꽃의 요정. 가슴의
하트모양이 매력포인트.
미나미구민 여러분의 공모를 통해 탄생한 미나미구 마스코트
캐릭터.
도베 戸部

(
요코하마 横浜

(
)

(
)

(

(
)

(
)

(

(
)

)

)

)
다카시마초 高島町

사쿠라기초 桜木町

간나이 関 内

이세자키초자마치

伊勢佐木長者町

(
)

)

반도바시 阪 東 橋

요시노초 吉野町

(

(

)

)

마이타 蒔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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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데초
日ノ出町

고가네초
黄金町

이도가야
井土ケ谷

(

구묘지 弘明寺

(

가미오오카 上大岡

(

)
)

)
요코하마시영
지하철 블루라인

(

게이큐 본선

미나미오타
南太田

교통수단

미나미구의 사계절
3～5 월

봄

오오카강 프롬나드

6～8 월

여름

여름 축제라고 하면
봉오도리!
모두 함께 원을 만들어 춤을
추는 일본 전통 문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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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11 월

가을

도리노이치

12～2 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을 보러 가 볼까요♪

빛의 프롬나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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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이벤트
3～4 월 미나미구 쿠라마츠리(벛꽃축제)
미나미구 사쿠라마츠리는 봄을 알리는 이벤트로
개최되는 구민의 축제입니다.
오오카강 프롬나드(산책길)의 벚꽃은 개화시기에
아름답게 라이트업되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본보리

찾아오고 있습니다.

7 월 미나미마츠리
거리 가게, 바자회, 재해 지역 물산전, 무대 이벤트
등이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
해 질 무렵에는 대・중・소의 크고 작은
에도로(그림등)에 불을 켜 여름밤을 물들입니다.
에도로(그림등)

축제의 마지막은 봉오도리로 활기와 흥이 넘칩니다.

9 월 히에신사 예대제
～오산노미야 가을축제～
신사를 출발해 이세자키몰까지 행렬하는 동네 미코시
연합행차가 장관입니다. 또한 신사의 대형미코시는
요코하마에서 가장 큰 미코시입니다. 이 예대제는
「가나가와의 마츠리 50 선」으로도 선정되어
미코시

있습니다.

10 월 활기있고 따뜻한 만남의장소
미나미난데이
「건강생활과 복지활동」이 테마.
구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여 만남과 교류를 즐길수
있는 계발・체험형 이벤트입니다.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관련 단체의 협력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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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월 미나미구문화제
예술의 가을을 수놓는 문화의 제전입니다. 합창,
춤 등의 무대 발표와 그림, 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는 방문객들이
찾아옵니다.

11 월 모두의 「왓!」페스타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 발표, 체험 강좌, 외국인들의
일본어 스피치, 세계 각 국의 차와 요리, 민족의상
입어보기 등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미나미
라운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11 월 도리노이치
오도리신사에서는 매년 11 월, 유일(酉日)에
도리노이치가 개최됩니다. 사업 번창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구마데(갈퀴)를 판매하여 수많은
참배객들로 북적입니다.

12 월 빛의 프롬나드(산책길)
오오카강의 겨울 풍물시가 된 예술 이벤트입니다.
라이트업, 강변 콘서트,
캔들 나이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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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오오카강 프롬나드(산책길)
약 3.5 킬로미터에 이르는 강가 도로에 핀 벚꽃은, 미나미구에서만 약 500 그루 (나카구까지
포함하면 약 700 그루)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이 왕벚나무이며, 수양벚나무와 진다이아케보노
등도 심어져 있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에는 본보리(등불)로 라이트업을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도시 전체가 환하게 밝아집니다. 최근에는 수질이 향상되어 들새나 물고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구묘지역・마이타역・요시노초역・반도바시역」
또는 게이큐선「구묘지역・이도가야역・미나미오타역・고가네초역」도보 2~3 분

미요시 연예장
미요시 연예장은 대중연극의 전당으로 유명하며, 쇼와 5 년(1930 년)부터 약 90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은 극장 앞에서 팬들이 배우와 기념사진을 찍는 등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하철「반도바시역」도보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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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바시도리 상점가
요코하마바시도리 상점가는 전장 약 350 미터 길이의 아케이드에 약 130 개의 점포가 늘어서
있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인정이 넘치는 서민들의 상점가답게, 걷기만 해도 즐거운
곳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하철「반도바시역」도보 2 분

구묘지와 요코하마구묘지 상점가
구묘지는 헤이안 시대 (794~1185 년) 초기에 창건된 요코하마시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입니다.
본존의 십일면관세음보살상은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묘지 관음의
사원 마을로서 번성한 후, 상점가로 발전한 요코하마구묘지 상점가는 예로부터 동양 제 1 의
아케이드로 칭송을 받고 있으며, 활기있는 점포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지금도 참배와
쇼핑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구묘지 ■게이큐선「구묘지역」도보 2 분, 또는 지하철「구묘지역」도보 5 분
구묘지 상점가 ■지하철「구묘지역」바로 근처, 또는 게이큐선「구묘지역」도보 3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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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토산물
미나미구의 토산물 경연대회에서 인기를 끈 상품을 「미나미야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미나미야게」를 좋아하세요?

오모야
창업 당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매일
제조되고 있는 아마낫토는 신선하고 부드러운
맛이 평판이 좋다. 7 가지의 맛이 준비되어
있고,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요시노초 3-7 ■045-251-5134
■10:00～19:00

아마낫토(콩을 삶아서 달게

■정기휴일 / 일요일

졸여 설탕에 버무린 과자)

■지하철「요시노초역」도보 1 분

550 엔∼(세금포함) / 200g

우메바치류 마미이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운 다코야키.
본고장의 맛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산책할 때 간식으로도 딱이다.
■구묘지초 323

■045-721-8957

■11∶00～20∶30 (완판시에는 종료)
■정기휴일 /월요일, 화요일

다코야키

■게이큐선 「구묘지역」바로 근처

6 개 한세트 300 엔(세금포함)

세이코도 소혼포
구묘지의 관음상이 그려진 가나가와현에서도
유명한 모나카.
「오구라앙금」,「유자앙금」 두 종류가 있다.
■오오카 2-3-1

■045-731-3395

■9:30～19:00

관음 모나카

■정기휴일 / 수요일 (연말연시에도 영업)

1 개 60 엔 (세금포함)

■지하철 「구묘지역」바로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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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과자 후로랑탕
스폰지케익과 가나슈(초콜릿크림)가 겹겹이
포개어진 촉촉하고 진한 맛의 초콜릿케익.
구운 과자의 종류가 풍부하여 먼 곳에서 구입하러
오는 고객들도 많다.
■무츠카와 3-72-5 ■0120-742-618
■9:30～20:30

■정기휴일 / 월요일(공휴일인

반도오페라
1 개 420 엔(세금포함)

경우는 익일이 휴업)
■가나츄 버스 「오오이케」도보 2 분

미요시노
약 60 년 전에 창업. 명물인 가린토만쥬는
그다지 달지 않으면서 깔끔한 맛.
전화로 예약하면 막 튀겨낸 가린토만쥬를
준비해 준다.
■미나미오타 1-34-9 ■045-731-1183
■9:00～18:00 ■정기휴일 / 연중무휴

가린토만쥬

■게이큐선 「미나미오타역」도보 3 분

1 개 103 엔(세금포함)

마루쥬하야카와 베이커리
부드럽고 폭신한 프랑스빵에 매콤한 명란이
액센트! 무첨가, 무착색, 수제를 고집하여, 갓
구워낸 빵을 제공한다. 초콜릿 소라빵은 인기
최고!
■다카네초 1-4

■045-231-5477

■10:00～19:00

■정기휴일 / 일요일

■지하철 「반도바시역」도보 4 분

명란소프트프랑스
1 개 180 엔(세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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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구청에서 가능한 수속・절차

구청에서 보내는 편지에는 중요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 주세요!
일본어를 읽을 수 없는 분은 47 쪽에 있는「미나미라운지」와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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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의 사용법
더 알고 싶어요!
⇒

О О 과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미나미구청 1 층에 있는 종합안내에
이 안내서를 보여 주면서 물어보세요. 해당 창구를 안내해 드립니다!
일본어가 서투른 사람은 통역봉사자가 있는 시간에 오세요.
미나미 구청에서의 창구 수속에 대해 무료로 통역해 드립니다!

★미나미구청에 통역봉사자가 있는 시간★

영어
월

화

수

목

금

9～12 시

9～12 시

접수는 11 시 45 분까지

접수는 11 시 45 분까지

13～17 시

13～17 시

접수는 16 시 45 분까지

접수는 16 시 45 분까지

중국어
월

화

수

목

금

13～17 시

13～17 시

13～17 시

13～17 시

13～17 시

접수는

접수는

접수는

접수는

접수는

16 시 45 분까지

16 시 45 분까지

16 시 45 분까지

16 시 45 분까지

16 시 45 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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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마이넘버
■재류카드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항상 소지하고 다닙시다.
재류카드 뒷면은 구청에서 기입하므로, 본인이 주소나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안 됩니다.

재류 수속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외국인 재류 종합 정보센터」
TEL 0570-01-3904（다국어 대응）로 전화 주세요♪

■주민등록
외국에서 일본에 입국하여 중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주민으로서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표 사본
주민등록을 한 자의 주소, 이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구청에서 발급합니다. 출입국 재류 관리국, 대사관, 회사 등에 제출할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호적과 등록담당 (2 층 15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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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처음으로 신청했을 때는, 다음의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됩니다. 잘 보관해 주십시오.

①주민표코드 통지서
주로 구청에서 사용되는 11 자리

みほん

숫자가 적혀 있어요 (「주민표
코드」라고 합니다）.

②마이넘버 통지카드
사회보장과 세금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12 자리 숫자가 적혀
있어요（「개인번호」또는「마이넘버」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회사나 은행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호적과 등록담당 (2 층 15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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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카드란?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하는 카드입니다.
(예)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 집에서 컴퓨터로 행정접수를 원하는 사람,
집 또는 회사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 등
국가에 신청을 해서 만듭니다. 신청 후 2 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이넘버카드 종합사이트
https://www.kojinbango-card.go.jp/index.html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호적과 등록담당 (2 층 15 번)

☆선배의 한 마디☆
우체국에도 주소 등록을 합시다!
우편물이 잘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17

보험・연금
■사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에는「사회보험」과「국민건강보험」두 종류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주민 모두가 둘 중에 한 곳에는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사회보험···근무하는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②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구청에서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속절차가 완료된 보험증은 자택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보험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잊지 말고 제시하십시오. 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비의 30%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 70 세 이상은
20%(소득에 따라 30%일 경우도 있음)만 납부하면 됩니다.
가입자는 지정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 알고 싶어요!
사회보험⇒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담당자
국민건강보험⇒미나미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2 층 18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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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개호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호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10%만 지불(소득에 따라 20%일 경우도 있음)하면
됩니다.
만 40 세가 되면 모두가 개호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만 65 세가 되면 구청에서 보험증이 발송됩니다.
(단, 이용을 하려면 구청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2 층 18 번)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만 75 세 이상의 사람은 전부 가입하는 의료보험입니다. 병원에
납부하는 의료비는 10~30%(소득에 따라 다름)입니다.
65 세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병원에 납부하는 의료비는 10% 정도가
됩니다(소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보험연금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급부담당
(2 층 19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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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
우리의 인생에는 자신과 가족의 노령, 장애, 사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필요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계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 세 이상, 만 60 세 미만인 자로서,
①회사원이나 공무원, 그 부양가족은 「후생연금」에 가입합니다.
②그 밖에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보험연금과 국민연금계
(2 층 20 번)
■의료비 조성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등, 자세한 것은 구청 보험연금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층 19 번).
만 0 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어린이
중증의 신체장애인수첩 또는 요육수첩을 소지한 자
한부모자녀
입원 등으로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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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방세（1 월 1 일에 주거하고 있는 현 또는 시에 납부하는 세금）
★주민세 (시민세・현민세)
전년도 소득, 가족구성원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다릅니다.
가나가와현과 요코하마시가 공공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주의：일을 그만둔 사람이나 자기나라에 돌아간 사람도 전년도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합니다.）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토지나 가옥을 소유한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 외에도 경자동차세, 요코하마 미도리세, 입욕세 등이 있습니다.

★특별징수
회사가 미리 사원의 급여에서 주민세를 제한 뒤, 사원을 대신하여
수속을 밟아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세무과 (3 층 31~34 번)

주민세나 고정자산세는 은행, 우체국,
편의점,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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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
★소득세
그 해의 소득, 가족구성원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다릅니다.
★소비세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 대금의 8%（2019 년 10 월
1 일부터는 10%）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그 외에도 주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에 대해 더 알고 싶을
때는 세무서로!

☆선배의 한 마디☆
물건을 살 때, 상품에 따라 소비세가 포함되어
표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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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머터니티 마크
머터니티 마크는「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혼잡한 전차나 버스 안에서 마크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자리를 양보해 주면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머터니티 마크는 구청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역 창구나 잡지 부록
등을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아동가정지원과 (2 층 25 번)

■모자건강수첩
병원에서 임신진단을 받고, 구청의 아동가정지원과에서 수속을 하면
「모자건강수첩」을 받습니다.
모자건강수첩이란, 임산부의 건강상태와 임신 중의 경과, 아기의
발육과정 및 건강진단, 접종 받은 예방접종의 정보를 통합하여 기록해
나가는 수첩입니다.
6 개 국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첩이 있으면, 임산부 검진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아동가정지원과 (2 층 25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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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의료 등의 정보
미나미구청 아동가정지원과 창구에서는 외국인의 육아를 지원하는
가이드북과 키트가 무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육아지원사이트
（가나가와 국제교류재단）
http://www.kifjp.org/child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아동가정지원과 (2 층 25 번)

■영유아 건강검진（건강하게 성장하는지, 몸에 안 좋은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 무료）
생후 4 개월, 생후 18 개월, 만 3 세가 되면 구청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아기의 발육과 발달을 확인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이 도착하면 반드시 진찰을 받으러 오십시오.
통역사가 있는 날도 있어, 육아에 대한 고민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아동가정지원과 (2 층 25 번)
■영유아 치과 상담(치아에 관한 상담. 예약이 필요합니다. 무료)
치과의사가 어린이(초등학생이하)나 여성(산전~산후)의 치아를
검진합니다.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아동가정지원과
(2 층 25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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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중학생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수속절차가 필요합니다.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아동가정지원과 (2 층 25 번)

■예방접종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연령이라면 무료입니다.(단,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한 것
예진표 (대상연령이 되면 자택으로 요코하마시가 발송합니다.
이사 등으로 받지 못 하였거나 분실이 되었을 때는 구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건강수첩 (예방접종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 (연령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복지보건과 건강만들기계
(4 층 41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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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미나미구에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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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을 빌릴 때, 초기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레이킹(사례금)
★시키킹(보증금)
집을 나올 때, 손상된
곳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 수리하고 남은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집세의
1~2 개월 분이 일반적.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사례금.
집세의 1~2 개월
분이 일반적.

★관리비
공유 면적을
청소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비용. 매달
집세와 함께
지불합니다. 건물에
따라 금액도 다릅니다.

★중개수수료

★집세

부동산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집세의 0.5~1 개월
분이 일반적.

일반적으로 첫 달은
2 개월 분을 한번에
지불합니다.

■일본에서 인기있는 집의「조건」
역이 가깝다「역세권」, 신축 건물이다「10 년 이내」, 욕실・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다. 햇볕이 잘 들어 온다「남향」, 집세가 저렴하다, 욕실
건조기, 비데, 모니터 장착 인터폰, 옷방 등.
■이사가 결정되면···
수도・가스・전기 회사에 각각 이용 개시(또는 종료) 수속을 합니다.
전화 및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집 찾기 상담은 50 쪽의
서포트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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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거의 특징과 주의점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주변의 집들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기 쉬워서 시끄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음량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맨션, 아파트의
복도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복도가 좁아서 큰 짐을
옮기는 사람, 유모차나
휠체어,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린 집에서는 타인과
살지 않는다.
→계약서에 금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상담합시다.

빌린 집의 벽지를
뜯어내거나, 벽에
못을 박거나,
페인트칠을 하지
않는다.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 거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거나,
이불을 말린다.
→일본은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허락없이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다.

일본의 집은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

→계약서에 금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상의합시다.

→벗은 신발은 현관에
가지런히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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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규칙과 태도
음주를 했다면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2 명이 함께 타는 것은 금지입니다.
어린 아이를 태울 경우에는 전용 시트를
장착하고 헬멧을 씌웁시다.

자전거를 타면서 우산 쓰기・스마트폰 사용・음악 듣기・전화 하기・
게임 하기 등은 금지.

자전거는 자전거 주차장에 둡시다.
(길가에 세워 두면 철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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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의 좌측을 달립니다.
병렬주행은 하지 맙시다.

일본에서는 자전거 벨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할 때만 사용합니다.)
보행자를 주의하면서 운전합니다.

어두워지면 라이트를 켭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자전거 보험에
반드시 가입합니다.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경찰서 교통과
또는 미나미구청 지역진흥과 지역활동계
(6 층 62 번)

구청에는 영어와 중국어
팸플릿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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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쓰레기는 반투명 비닐
봉지에 넣어 주세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배출 방법
「MIctionary（믹셔너리）」

※영어・중국어 가능

분리배출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cgi.city.yokohama.lg.jp/shigen/bunbetsu/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건전지

작은 금속류

플라스틱제 포장
용기

종이류•옷감류

대형쓰레기

스프레이 캔

캔•병•페트병

대형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배출하기 전에 신청하십시오.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팸플릿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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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도로나 공터 또는
산림 등에 버리면 안 됩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쓰레기
수집장소가 다릅니다. 정확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립시다.

밤중에 버리거나 지정된 요일 외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맙시다.

쓰레기를 배출 할 때는 요코하마시의 규칙을 지킵시다.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요코하마시의 상세한 규칙을 다국어 소책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여기에서 (요코하마시 자원순환국 HP)
https://www.city.yokohama.lg.jp/kurashi/sumai-kurashi/gomirecycle/ongen/pamphlet/wakedashi.html

알기 쉬운 동영상은 여기로! (YouTube 페이지로)
일본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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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타지 않는 쓰레기」라면?
금속인가요?

유리, 형광등, 전구, 식기(플라스틱제는 제외) 예요!
금속은 크기에 따라서「작은 금속류」와「대형쓰레기」로 구분해요.

「작은 금속류」는 어떤 크기인가요?

30cm 미만이에요!
그렇지만, 우산살은 30cm 보다 커도 괜찮아요!
그 외 30cm 이상의 것은 「대형쓰레기」로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지역진흥과 자원화추진담당
(6 층 62 번)

☆선배의 한 마디☆
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시간은 아침 8 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33

일본의 공휴일・행사・문화를 선배 외국인이
소개합니다!
★공휴일

원단(신정)
성인의 날
건국기념일
천황탄생일
춘분의 날
쇼와의 날
헌법기념일
미도리의 날
어린이날

바다의 날
운동의 날

산의 날

1월 1일

새해의 시작을 축복하고, 절이나 신사에
참배를 간다.
1 월 둘째 주 성인(만 20 세)이 된 것을 축하하는 날.
월요일
성인식이 실시된다.
2 월 11 일
건국을 축하하는 날.
2 월 23 일
천황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날.
춘분일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는 날.
(3 월 하순)
4 월 29 일
쇼와시대(1926~1989 년)를 돌아보는 날.
5월 3일
헌법을 제정한 기념일.
5월 4일
자연에 감사하는 날.
5월 5일
어린이의 성장을 기원하는 날.
남자 아이가 있는 집에는 가부토나
고이노보리를 장식한다.
7 월 23 일
바다에 감사하는 날.
7 월 24 일
운동을 즐기고,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하고 활기찬 회사가 되는 것을
기원하는 날.
8 월 11 일
산에 감사하는 날.
※2020 년만
8 월 10 일

경노의 날
추분의 날
문화의 날
근로감사의 날

9 월 셋째 주
월요일
추분일
11 월 3 일
11 월 23 일

고령자에게 감사하는 날.
선조에게 감사하는 날.
문화를 장려하는 날.
근로에 감사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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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세츠분
(절분)

2월 3일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날(입춘)의 전날.
액운을 막기 위해 콩을 던지고 나이만큼
콩을 먹는다.

히나마츠리

3월 3일

여자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날.
여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히나인형을
장식한다.

골든위크

5 월의
공휴일과 그
전후 기간

봄의 대형 연휴라고 부른다. 공휴일이
이어지므로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다.
이 시기의 관광지는 매우 혼잡하다.

어머니의 날

5월
둘째 주
일요일

모친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날.
빨간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다.

아버지의 날

6월
셋째 주
일요일

부친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날.

다나바타
(칠석)

7월 7일

오봉

양력 8 월
15 일 전후
기간

실버위크

9 월의
공휴일과 그
전후 기간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견우와
직녀가 일 년에 한 번 만난다는 중국의
전설에서 유래한 행사. 소원을 쓴 종이를
대나무에 장식한다.
선조님께 제를 올리는 날. 민간기업에서는
3~5 일 동안 휴무를 하는 곳도 있다. 그
기간에는 친척이 모이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통이 매우 혼잡하다.
가을의 대형 연휴하고도 부른다. 공휴일이
이어지므로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다. 이
시기에는 관광지가 많이 혼잡하다.

오오미소카
(섣달그믐)

12 월 31 일

1 년의 마지막 날. 밤에 소바를 먹고
절에서는 제야의 종을 108 번 울린다.
※인간 번뇌의 수. 종소리를 한 번 들을
때마다 번뇌가 사라진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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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하나킨(불금)

매주 금요일

프리미엄프라이
데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밸런타인데이

2 월 14 일

화이트데이

3 월 14 일

할로윈

10 월 31 일

좋은 부부의 날

11 월 22 일

크리스마스

12 월 25 일

휴일 전날 밤(금요일 밤)을 가리킨다. 젊은이들은
이 말을 별로 사용하지 많지만, 여전히 꿋꿋하게
샐러리맨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마법의 단어.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러 가는 사람이 많으므로,
가게는 미리 예약해 두는 것이 좋다.
헤이세 29 년(2017 년)부터 일본 정부가 보급하고
계발을 시작한 날. 이 날은 15 시에 일을 마치고
쇼핑, 외식, 여행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미나미구를 만끽하고 싶다면 이 기회에
「미나미야게」상점을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거나 사랑을 고백한다.
친구끼리 주고 받는 것을「도모 초코」, 좋아하는
남자에게 주는 초콜릿을 「본심 초코」,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싼 초콜릿을「의리
초코」,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을「역 초코」라
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일본에서는 활기로 가득한
큰 이벤트다.
남자가 여자에게 과자를 주는 날.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받은 사람이 초콜릿을 준
사람에게 답례로 준다. 마시멜로, 쿠키, 사탕 등이
일반적이다.
일본에서는 과자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것뿐만
아니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거리에서 변장과
코스프레를 즐긴다. 「얼마나 눈에 띄는지」를
경쟁하는 어른도 많다.
일본어의 숫자 발음을 흉내 낸 기념일. 평소에
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하고 부부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날. 또한 이 날에 혼인신고를 하는 커플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종교와 상관없이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날이다. 가족과 친구, 연인 등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파티를 하거나 선물을 교환한다. 케이크와
치킨이 날개 돋친 듯 팔리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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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동네로 함께 만들어 가요!
「町内会(초나이카이)」를 아세요?
「초나이카이」가 뭐예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지역의 과제를 모두의 힘으로 해결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자치 조직입니다.
가입은 의무가 아니며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역의 구성원입니다. 초나이카이 활동에 꼭 참가하세요!

「초나이카이」는 무슨 활동을 하나요?

・지역의 어린이들이 모이는 즐거운 이벤트
・축제나 운동회 등의 이벤트
・재해 시를 대비한 방재용품의 준비 및 방재훈련
・등하교 시 어린이 지킴이 활동 및 야간순찰 등의 방범 활동
・지역의 청소활동 및 꽃 심기 등의 미화활동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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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가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 사용하나요?

회비가 있습니다.
・재해 시를 대비한 비상식품 및 설비의 구입
・지역의 축제나 이벤트 비용
・방범대책 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나이카이」에 가입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재해가 발생하면 서로 협력하여 도울 수 있는 든든한 이웃이 생깁니다.
・범죄가 없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의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주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함께 즐거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회보지 등을 통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활정보를 보다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지역진흥과 지역활동계
(6 층 62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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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보육・교육의 구성
부모는 만 6~15 세인 일본 국적의 아동에게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의무교육입니다）. 또한, 외국 국적의 아동도 일본인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어린이집：부모가 일을 하거나 병이 들었을 경우, 아이를 보살피거나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교육을 하는 시설. 시설에 따라
아이를 받는 연령이 다르다.
유치원：만 3 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이 교육의 기본을
익히기 위한 시설.
어린이집유치원：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곳의 기능을 갖춘 시설.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아동가정지원과 (2 층 25 번)

☆선배의 한 마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유치원은 사전 견학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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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지원
요코하마 시립 초・중학교에서는 일본어를 모르는 아동을 위해
「일본어 교실」과「모국어를 위한 자원봉사자 지원」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를 위해「통역 자원봉사자 파견」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는 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동과 보호자를
지원하는「히마와리」라고 하는 시설이 있고, 일본의 학교 제도를
다국어로 설명하는「학교 안내」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프리클래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상담하십시오.
입학 준비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어를 못
읽어요···
입학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학교의 규칙을 알게
되었어요!

공부한 적 없는
과목이 있어요···

히라가나를 읽게
되었어요! 친구와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고교 입시 상담은
48 쪽 상담 창구에서♪

☆선배의 한 마디☆
일본의 학교에서는 입실 할 때, 실내화로
갈아 신는다. 보호자가 초・중학교에 갈 때는
슬리퍼나 실내화를 가지고 가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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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 계좌 만들기
필요한 것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재류카드, 여권 등)
・도장
은행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합시다.

■도장
일본에서는 은행이나 행정기관, 업무 등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자신의
이름을 새긴 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질과 디자인에 따라
도장의 가격은 다양합니다.

은행과 행정기관에서는 그림과 기호가 들어간 도장 및 고무로 제작된
도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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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부르는 방법은

질병・상처

46 쪽을 보세요.

■병원에서의 절차
①접수처에 보험증을

②자세한 증상과 병력, 알레르기의 유무 등을

제시합니다.

확인하는 용지(문진표)를 작성합니다.
※병원에 따라 문진표를 작성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④이름(또는 접수 번호)이

③순서가 올 때까지

호명되면 진찰실로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들어갑니다. 증상을

(진찰까지 장시간 기다리는

설명합니다.

경우도 있습니다)

⑤진찰이 끝나면
다시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공휴일이나 밤에 병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 (요코하마시 HP)
https://www.city.yokohama.lg.jp/kurashi/kenkoiryo/iryo/kyubyo/14248.html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려면
소견서가
필요해요!

⑥이름이 호명되면 병원비를

⑦약국으로 가서

수납하고, 처방전(약의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종류와 양이 적힌 종이)을

약을 받고 약값을

받습니다.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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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긴급사태
■지진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과 도로가
크게 흔들려 무너지거나, 쓰나미(거대한 파도) 가 오기도 합니다.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①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책상 밑 같은 곳으로
들어가 머리와 몸을 보호한다.
(불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안전을 확보하고 불을 끈다.
※큰 흔들림이 있는 동안에는 무리하게 불을 끄지 않고 우선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잠잠해지면

②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빨리 창문과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다.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혀 갇힐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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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피난 장소로
이동한다.

■평상시의 대비
①가구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②가족 간에, 긴급 시의 집합
장소와 연락 방법을 정해 둔다.

(홈센터 등에서 가구를 고정하는
부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③긴급 시에 가져갈 것(물, 비상식품, 약, 생활용품 등)을 준비해
둔다.
※3 일간（또는 그 이상）생활할 수 있는 양을 준비합시다!

■지역방재거점
지진으로 집이 붕괴되어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은 지역방재거점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음식과 물을 제공받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처에 지역방재거점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둡시다.
더 알고 싶어요! ⇒미나미구청 총무과 서무계
(6 층 66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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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태풍은 7～10 월경에 많습니다. 호우와 강풍으로 바다가 거칠어지거나
절벽이 무너지거나 물건이 날아가기도 해서 위험합니다.
태풍이 오면 공공 교통 기관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면 수시로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확인하고, 비바람이
강할 때는 가능한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바다나 강 근처에 가면 떠내려갈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시다.

■범죄, 사고
범죄 피해(도난, 폭력 등),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
경찰을 부를 때는

110 번으로

전화해요.

■분실물
일본에는 파출소(고반)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분실한 경우,
파출소에 신고하면, 물건이 발견되었을 때는 연락이 옵니다.
또한, 물건을 주웠을 때는 근처 파출소에 가지고 갑니다.

☆선배의 한 마디☆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누군가가 주워서
파출소에 가져다 주었다!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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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일본은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목조 건물이 많아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주변으로 빨리 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하여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①「가지다! (불이야!)」

②물이나 소화기를 사용해

③119 번으로 전화를

하고 외치고 주변

불을 끕시다.

하고 소방차를

사람들에게 위험을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빨리

부릅시다.

알립시다.

도망갑시다.

119 번

가지다!
(불이야!)

■구급(질병이나 상처)
위급한 질병이나 상처로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119 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것은 무료입니다.

★119 에 전달할 사항 (질문 받는 내용)
・화재인지?

구급인지?
・주소 (주변 표식:큰 상점, 공원, 교차로 등), 본인의 이름, 전화번호
・어떤 상황인지:집이 타고 있다, 사람이 쓰러져 있다, 배가 아프다 등
침착하게 질문에 대답합시다.

소방차 • 구급차를 부를 때는

119 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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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해요.

외국인을 위한 상담창구
■미나미시민활동・다문화공생라운지
다국어를 통한 정보 제공 및 생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어
교실과 학습지원 교실도 있습니다. 일본인과 외국인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모르는 것, 궁금한
것이 있으면,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TEL (일본어)045-232-9544 (외국어)045-242-0888
개관시간 9:00～17:00 (공휴일 포함)
※매달 세 째주 월요일・12/29～1/3 은 휴관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3-46 우라후네 복합복지시설 10 층
홈페이지 http://tabunka.minamilounge.com/

일본인 • 외국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부담없이 오세요!

당신의 힘을 빌려 주세요!!
모국어를 활용해서 통역, 학습지원, 모국에
관한 문화소개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면 돼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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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를 통한 상담 창구
정보 제공 및 생활 상담을 다국어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월

화

중국어

중국어

수

목

금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토

일

중국어

중국어

통역되는 무료 전문 상담
변호사, 행정서사, 교육문제에 관한 전문기관 등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통역도 가능합니다.
일주일 전까지 TEL045-232-9544 로 예약 전화를 주세요.
법률상담
재류상담
교육상담

국제결혼 관련 이혼•친권•양육,

둘째 주 목요일

유산상속, 교통사고, 각종 분쟁 등

13:30～15:30

재류자격 취득•변경•연장, 친척 불러들이기,

셋째 주 목요일

회사설립 절차 등

13:30～15:30
넷째 주 목요일

자녀의 학교생활, 따돌림, 진학상담 등

13:30～15:30

일본어 교실
미나미구내 또는 주변지역에 있는 일본어 교실을 안내합니다.
또한, 라운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원봉사 일본어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미나미 V 클럽

10:30～12:00

500 엔 / 첫 회만

목요일

도모미나미니혼고교실

금요일

YM 니혼고②

13:00～14:30

100 엔 / 월

토요일

다노시이니혼고노가이

13:00～15:00

500 엔 / 월

일요일

아이♡니혼고클럽

10:30～12:00

13:30～15:00

500 엔 / 3 개월

500 엔 / 6 개월

[다독의 시간] 매주 일요일 12:15～13:15
쉬운 책을 많이 읽고,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몸에 배려고 하는 교실입니다.
예약없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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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학습지원
외국국적・외국과 관련된 초등학생~고등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습지원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라운지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화요일

사쿠란보(중학생)

17:00～18:30

토요일

와타보우시 교실 요코하마 (초・중・고등학생)

10:00～12:00

토요일

요코하마 미나미 인터내셔널 스쿨
(중・고등학생)

14:00～17:00

일요일

탄포포노카이 (초등학생)

11:00～12:00

일요일

일본어로 스마일 (초・중학생)

13:30～14:30

월・화・
목요일

다문화 프리스쿨 요코하마

10:00～16:30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스쿨)

다국어 정보지「미나미노카제」
「미나미노카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정보지입니다.
일본 문화나 미나미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어, 영어, 쉬운 일본어로 6, 9, 12, 3 월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읽고 싶은 분은 미나미라운지에 오시거나, 미나미라운지
홈페이지(47 쪽)를 봐 주세요.
한번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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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다른 기관
☆의 기관은 기재된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상담하는 날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언어별 상담일을 확인해 주세요.

노동 문제에 대해서
◆가나가와 노동 센터☆
나카구 고토부키초 1-4 가나가와 노동플라자 2 층
중국어(금요일 13:00～16:00 TEL045-662-1103)
◆가나가와 노동국 감독과 외국인 노동자 상담 센터☆
나카구 기타나카도리 5-57 요코하마 제 2 합동청사 8 층 TEL045-211-7351
영어(월요일 9:00～12:00, 13:00～16:00)

일자리를 구할 때
◆헬로워크 요코하마 외국인 고용 서비스 코너☆
나카구 야마시타초 209 데이산간나이 빌딩 TEL045-663-8609
영어(월요일, 공휴일은 목요일)・중국어(화요일) 9:00～12:00, 13:00～16:00

집을 구할 때
◆가나가와 외국인 주택 서포트 센터
TEL045-228-1752 월요일～금요일 10:00～17:00
※한국어 등 11 개 국어로 대응（요일에 따라 언어가 다릅니다）
나카구 도키와초 1-7 요코하마 YMCA 2 층

http://sumasen.com/

남편이나 파트너로부터의 폭력 (여성을 위한 DV 상담 창구)
◆가나가와현 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 센터
TEL090-8002-2949 월요일～토요일 10:00～17:00
※한국어 등 8 개 국어로 대응

각종 상담 창구 안내
◆다국어 내비 가나가와
TEL045-316-2770 평일 9:00～12:00, 13:00～17:15
※영어 등 11 개 국어로 대응（요일에 따라 언어가 다릅니다）
http://www.kifjp.org/km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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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일람
주의・・・일본어가 서투른 분은 일본어를 잘 하는 분에게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시설명

전화번호

소재지

공공기관
미나미구청
가미오오카역
행정서비스코너
요코하마역
행정서비스코너
요코하마시청
요코하마미나미세무서
헬로워크 요코하마

045-341-1212
045-848-0171

요코하마미나미
노동기준감독서
요코하마미나미우체국
여권센터

045-211-7373

요코하마미나미
연금사무소
요코하마지방재판소
요코하마가정재판소

045-742-5511

요코하마지방법무국

우라후네초 2-33
고난구 가미오오카 니시 1-9
가미오오가역 지하 1 층
니시구 다카시마 2-25-5

045-453-2525
045-671-2121
045-789-3731
045-663-8609

나카구 미나토초 1-1
가나자와구 나미키 3-2-9
나카구 야마시타초 209 데이산 간나이
빌딩
나카구 기타나카도리 5-57 요코하마
제 2 합동청사 내
이도가야 카미마치 1-1
나카구 야마시타초 2 산업무역센터 빌딩
2층
슈쿠초 2-51

0570-032-443
045-222-0022

045-345-4103
가정에 관한 일
045-345-3463
후견에 관한 일
045-345-8001
045-641-7461

나카구 니혼오도리 9
나카구 고토부키초 1-2

나카구 기타나카도리 5-57 요코하마
제 2 합동청사

출입국 재류 관리국
출입국 재류 관리국

정보센터

요코하마지국

0570-013-904

외국인종합상담지원센터

03-3202-5535

가나자와구 도리하마초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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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토신주쿠쿠가부키초 2-44-1

경찰・소방
미나미경찰서
미나미소방서

045-742-0110
045-253-0119

오오카 2-31-4
우라후네초 2-33 미나미구청 내

수도
045-847-6262

수도국 나카무라수도사무소

나카무라초 4-305

대형쓰레기
대형쓰레기 접수센터

일반전화 0570-200-530
휴대전화 045-330-3953

문화시설
미나민 (미나미공회당)
미나미시민활동・
다문화공생라운지

요시노초시민플라자

045-341-1261
일본어
045-232-9544
다국어
045-242-0888
045-243-9261

우라후네초 2-33 미나미구청 4 층
우라후네초 3-46 우라후네
복합복지시설 10 층

요시노초 5-26

지구센터
미나미센터

045-741-8812

미나미오타 2-32-1

오오카지구센터

045-743-2411

오오카 1-14-1

나가타지구센터

045-714-9751

나가타다이 45-1

나카무라지구센터

045-251-0130

나가무라초 4-270

커뮤니티하우스
마이타커뮤니티하우스
무츠카와다이
커뮤니티하우스
나가타다이
커뮤니티하우스
무츠미커뮤니티하우스
우라후네커뮤니티하우스

045-711-3377
045-716-5688

슈쿠초 3-57-1
무츠카와 3-65-9

045-721-0730

나가타 미나미다이 6-1

045-741-9436
045-243-2496

무츠카와 1 초메 커뮤니티하우스
벳쇼커뮤니티하우스

045-721-8801
045-721-8050

무츠미초 1-25
우라후네초 3-46 우라후네
복합복지시설 10 층
무츠카와 1-267-1
벳쇼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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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시설
미나미스포츠센터

045-743-6341

오오카 1-14-1

무츠카와스포츠회관

045-713-4803

무츠카와 2-112-1

시미즈가오카공원체육관

045-243-4447

시미즈가오카 87-2

045-715-7200

구묘지초 265-1

045-742-1169

나가타 미나미다이 4

045-741-1015

무츠카와 3-122

045-261-3315

우라후네초 3-46

045-743-6102
045-253-0071

오오카 1-14-1
시미즈가오카 49

045-711-8611
045-716-0680

나가타 미나미 2-16-31
무츠카와 2-3-211

045-260-5100

나카무라초 2-120-3

045-730-5151
045-742-0625

무츠미초 1-31-1
오오카 5-13-15

도서관
미나미도서관

로그하우스
나가타미나미다이
어린이로그하우스

식물원
어린이식물원

케어플라자
우라후네지역
케어플라자
오오카지역 케어플라자
시미즈가오카지역
케어플라자
나가타지역 케어플라자
무츠카와지역
케어플라자
나카무라지역
케어플라자
무츠미지역 케어플라자
특별양호노인홈 하쿠호엔

기타
남녀공동참획센터
요코하마미나미
요코하마청년관

045-714-5911

미나미오타 1-7-20

045-711-9610

무츠미초 1-15-15

미나미구지역육아지원거점

045-715-3728

구묘지초 158

「하구하구노키」교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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