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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오카시 생활 가이드북」은 이시오카시에 있어서 시민 

서비스의 수속과 각종 문의에 관한 창구등의 개요를 

다국어（영어 ・ 중국어 ・ 한국어 ・ 태국어 ・ 포르투갈어）로 종합한 

책입니다. 수속과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시의 기관 ・

부서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공익재단법인）이바라키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 상담센터에서는 시청・ 

학교수속시 이용 가능한 전화통역서비스(무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4페이지「외국인상담창구・전화통역서비스」를 참고 하여  

주십시오. 

・시내의 전화번호는、시외국번 0299를 생략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개재내용은 2016 년 4 월 1 일현재의 상태입니다.이시오카시의 제도와 이벤트에 

 관한 최신정보에 대해서는「이시오카시 홈페이지」・「광보이시오카」・ 

「이시오카시 메일 메거진」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에 관한、「이시오카시청」은「시청」、 

「야치토종합지소」은「야치토지소」로 개재하고있습니다. 
 

 

☆「이시오카시홈페이지」（http://www.city.ishioka.lg.jp/）는、자동번역기능이 

있습니다.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태국어에 

대응.。일부의 표현에 대해서는 정확히 번역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보이시오카」는 시의 광고지입니다.(무료)(1 일호,15 일호 월 2 회 

발행)(배부장소는, 시내의 공공시설, 역, 금융기관, 편의점등이며 인터넷으로도 

구독 가능합니다.) 

☆「이시오카시 메일 매거진은 시의 메일 메거진 입니다.(무료) 시내 이벤트 

휴일야간 긴급 진찰, 기상, 방재, 소방, 화재의 정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http://www.city.ishiok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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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난 ・ 긴 급  

사건・사고 

경찰서 TEL 110 
 

화재・구급 

소방서 TEL 119 
 

화재가 발생시 

어디서 무엇이 타고 있는지 전해주십시오. 

구급상황시 

「사고」인가「질병」인가를 전해주십시오. 

 

휴일・야간에 진찰 가능한 병원안내 

이바라키현  구급의료정보 컨트롤센터 

TEL 029-241-4199（24 시간대응） 

이시오카시 소방본부 

TEL 23-0119（24 시간 대응） 

야치토소방서 

TEL 43-6491（24 시간대응） 

전화서비스 

TEL 0800-800-7766（음성테입） 
  

★휴일 ・ 야간 진찰 가능한 병원은「광보이시오카」매일 

15 일호、이시오카시홈페이지、메일매거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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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시 피난소 

○？시청방재대책과 TEL 23-1111 

이시오카시에서는 재해시를 대비하여 피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도 http://www.city.ishioka.lg.jp/page/page001833.html 
 

시설명 장소 전화번호 

이시오카초등학교 소우샤 1-2-10 22-6105 

후추초등학교 와카마츠 1-11-18 24-0111 

세키카와초등학교 이시카와 1153  26-3225 

키타초등학교 네아타리 10949  22-6486 

미나미초등학교 미나미다이 4-1 -1  26-2850 

히가시초등학교 아시히다이 1-11-3  26-2342 

스기나미초등학교 스기나미 2-3 -1  24-2926 

이시오카중학교 히가시오카 4-2 -1  26-2340 

후추중학교 와카마츠 2-6 -5  24-0022 

죠우난중학교 타카하마 112  22-2487 

코쿠후중학교 소우샤 2-12 -1  24-0510 

이시오카제 1 고등학교 이시오카 1-9  22-4135 

이시오카제 2 고등학교 후츄 5-14 -14  23-2101 

히가시지구공민관 히가시이시오카 4-6-24 26-6503 

죠우난지구공민관 미무라 7109  26-3341 

코쿠후지구공민관 코쿠후 5-7 -1  22-2940 

이시오카해양센터 소메야 1415  23-5191 

후레아이노사토이시오카히마와리관 오오스나 10527 -6  35-1126 

이시오카운동공원 미나미다이 3-34 -1  26-7210 

소노베초등학교 미야가사키 6  46-1017 

히가시나루이초등학교 히가시나루이 996  46-1341 

카와라에초등학교 카와라야 1135 -2  44-0055 

코이세 1등학교 오미 832 -1  43-2009 

아시호초등학교 코야 1054  43-0169 

요시우초등학교 요시우 513 -2  43-0987 

카키오카초등학교 카키오카 2159 -2  43-0904 

오바타초등학교 오바타 4080  42-3502 

하야시초등학교 시모하야시 857 -1  43-0155 

코자쿠라초등학교 카와마타 746  42-3204 

아사히스포츠교류시설 시바우치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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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베중학교 야마자키 1862  46-0506 

구아리아케중학교 코바나 189 -2 - 

구야사토미나미중학교 시모아오야기 716 -1 - 

야사토중학교 카키오카 3513 -2  43-0062 

중앙공민관 카키오카 5680 -1  43-6262 

카타노집회소 카타노 157  43-6953 

오오마스다목적센터 오오마스 3606  - 

미나미보육소 츠키오카 1375  42-4110 

야사토종합운동공원 노다 600  43-6884 

 

★재해・긴급시 도움이 되는 일본어표현 

 

・경찰・소방・구급차를 불렀을 때 

（ 警察
けいさつ

・消防
しょうぼう

・救 急 車
きゅうきゅうしゃ

など ）を呼
よ

んでください。 

（ 경찰・소방・구급차등 ）을 불러주세요. 

 

・피난소의 장소가 알고 싶을 경우 

（ 避難所
ひなんじょ

の名前
な ま え

）はどこですか？ 

（ 피난소의 명칭）은 어디입니까? 

 

・지도를 그려달라고 하고 싶을 때 

地図
ち ず

をかいてください。 

지도를 그려 주세요 

 

・사람・물건을 찾을 경우 

私
わたし

は（ 人
ひと

・物
もの

の名前
な ま え

 ）を探
さが

しています。 

나는（ 사람・물건의 명칭 ）을 찾고 있습니다. 

 

★재해 매뉴얼 

 

http://www.pref.ibaraki.jp/bugai/kokusai/tabunka/jpn/disaster/documents/korean.pdf  

 

 

 

 

 

 

 

http://www.pref.ibaraki.jp/bugai/kokusai/tabunka/jpn/disaster/documents/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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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를 대응하고있는 병원 

 

병원명 전화번호 

진료과목 대응언어 

소
아
과 

산
부
인
과 

내
과 

안
과 

치
고 

이
비
인
후
과 

피
부
과 

정
형
외
과 

기
타 

영
어 

중
국 

한
국 

타
이
어 

포
르
투
갈
어 

기
타 

이시오카제 1병원 

（히가시후츄 1-7） 
22-5151 ●  ●  ● ●  ● ● ●      

山王台병원 

(히가시오카４-１-38) 
26-3130   ● ● ●  ● ● ● ●      

키타정형외과 

（후츄 2-2-12） 
23-2071        ●        

쿠보타병원 

（나메리카와 26-3） 
35-5010       ● ●        

스기나미클리닉 

（스기나미 2-2-19） 
27-6700   ●      ● ●      

고토내과 

（이시오카 1-14-1） 
36-0510 ●  ●             

그린클리닉 

（카키오카1547-7） 
36-4120   ●       ●      

히라모토피부과의원 

（아사히다이 3-22-1） 
26-8008       ●   ●      

이시오카병원 

（코쿠후 2-4-9） 
24-5080   ●             

사쿠라이병원 

（납땜 1886） 
42-3922         ●       

세리자와병원 

（이시오카 3165-17） 
22-2035   ●       ●      

오카자키내과의원 

（후츄 1-3-21） 
22-2014 ●  ●             

후지이내과병원 

（카노코 2-1-36） 
35-5005 ●  ●             

도미타산부인과의원 

（이바라키 3-5-31） 
23-0311  ●              

이시안과 

（아사히다이 1-3918-5） 
27-0070    ●      ●      

요시다 치과의원 

（스기나미 1-5-61） 
22-2209     ●     ●      

후베이 치과의원 

（타지마 2-6-3） 
22-2279     ●      ●    

대
만
어 

하세가와 치과의원 

（미무라 2604-5） 
59-6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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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 전화번호 

진료과목 대응언어 

소
아
과 

산
부
인
과 

내
과 

안
과 

치
고 

이
비
인
후
과 

피
부
과 

정
형
외
과 

기
타 

영
어 

중
국 

한
국 

타
이
어 

포
르
투
갈
어 

기
타 

大志堂치과 

（코쿠후 1-2-29） 
23-1535     ●           

에다 치과의원 

（카키오카1860-4） 
43-0058     ●           

카야마 치과의원 

（타카하마1053-2） 
26-6765     ●      ●     

도미타 치과의원 

(히가시이시오카 3-4-19)  
26-6677     ●     ●      

후쿠다 치과의원 

（코쿠후 4-3-47） 
22-2110     ●           

히라이 치과의원 

（코쿠후 3-2-19） 
22-2473     ●           

이토 치과의원 

（아사히다이 1-16-24） 
26-8088     ●           

카키오카 패밀리 치과 

（카키오카3253-1） 44-0112     ●     ●     
스

페

인

타
갈
로
그
어 

요코 교정치과 

（코쿠후 4-5-4） 
24-4118     ●           

와카마츠 치과의원 

（와카마츠 2-1-53） 

24-1184 

24-0418 
    ●     ●      

스도우 치과의원 

（동광대 4-11-1） 
26-6601     ●     ●      

토키와 치과의원 
（코쿠후 3-1-12 森幸 빌딩 2 층）  

23-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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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 증 명  

호적에 관한 신고 

일본에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관계, 부부관계 등을 등록 증명하는 

호적제도가 있습니다. 출생, 혼인, 이혼 등의 경우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 시민과 TEL 23-1111／야치토지소시민창구과 TEL 43-1111 

종류 필요한서류 신청기간 

출생신고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 

・제출인의 인감（출생신고서에 필요）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가입자의 경우） 

・모자건강수첩 

 

생후 14 일 이내 

사망신고 ・사망신고서（사망진단서） 

・제출인의 인감（사망신고서에 필요）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고령자수급자증 

（수급자의 경우） 

・후기고령자의료보험자증（가입자의경우） 

・간호보험피보험자증（가입자의경우） 

・국민연금증서（국민연금의 수급자의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고난 후 7 일 이내 

혼인신고 ・혼인신고서（성인 2명의 증인이 필요） 

・남편, 아내의 호적의 전부사항증명서 혹은 

호적등본（이시오카시에 본적이 아닐 

경우） 

・남편, 아내의 인감（제출서류에 필요）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서 

・주소변경（전입）의 경우 전출증명서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가입자의 경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출시, 법률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신고 ・ 이혼신고서（협의이혼은 성인 2 명의 

증인이필요） 

・ 재판이혼의 경우 조정조서의 등본 혹은 

심판서 혹은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부부의 호적전부증명서 혹은 호적등본 

(이시오카시에 본적이 없을 경우) 

・제출인의 인감（제출서에 필요）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가입자의 경우） 

협의이혼은 기간이 

정해있지 않습니다. 

※제출시 법률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이혼은 

재판확정혹은 조정 

성립후 10 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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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주민등록의 제출에 의해 개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주민기본대장에 

등록합니다. 전입, 전출(주소가 바뀌었을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시청 시민과 TEL 23-1111／야치토지소 시민창구과 TEL 43-1111 

종류 필요한 서류 신청기간 

전입신고 ・주민기본대장카드（접수 받은 사람만） 

・신고인의 인감 

・전출증명서（전주소지의 시구청에서 발행） 

・국민연금수첩（가입자의 경우） 

・간호보험 수급자격 증명서（해당자의 경우） 

 

전입 후 

14 일이내 

전출신고 ・주민기본대장카드（접수를 받은 사람만） 

・인감등록증(등록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고령자수급자증（수급자의 경우） 

・후기고령자의료보험자증（가입자의 경우） 

・간호보험피보험자증（해당자의 경우） 

전출이 결정된 

이후 전출하는 

날까지  

전출일까지 신고 

하지 않을경우 

전출 후 14일 

이내 

전거신고 ・주민기본대장카드（접수 받은 사람만）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고령자수급자증（수급자의 경우） 

・후기고령자의료피보험자증(가입자의 경우） 

・간호보험피보험자증（해당자의 경우） 

 

전거 후 

14 일이내 

 

 ※수속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중장기재류자는「재류카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특별영주자는「특별영주자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혹은 동세대원 이외의 제출서류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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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 

인감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시청에서의 신청서류와 우편, 택배의 수령등의 사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인감을「인정인」이라고 부릅니다. 시청에서의 공적기관에서 인감 

등록한 인감을「실인」이라고 합니다. 

 

인감등록 

인감이나 실인등을 증명하는 서류를「인감등록증명」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토지나 집, 자동차등을 구입할 경우 등 중요한 계약에 있어서 

「실인」과「인감증명서」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 시민과 TEL 23-1111／야사토지소 시민창구과 TEL 43-1111 

 

인감등록증의 신청에 필요한 물건 

  

 ・등록하려는 인감（변형하기 쉬운 물건은 불가） 

 ・ 운전면허증、여권등의 본인 사진이 부착된 공적 증명서 ・ 외국인은 

재류카드혹은 특별영주권 

 

주민기본대장 카드의 신청 

「얼굴사진있음」과「얼굴사진없음」2 종류 선택 가능합니다. 얼굴사진있음의 

경우 주기카드와 공적인 신분증명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시청 시민과 TEL 23-1111／야사토지소 시민창구과 TEL 43-1111 

 

각종증명서의 신청 

각종증명서의 신청을 할 경우 본인확인 가능한 물건(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시민과 TEL 23-1111／야사토지소 시민창구과 TEL 43-1111 

 

종류 수수료 

주민표・호적관련   300 엔／건 

인감증명 

・인감등록증（이시오카시민카드） 

300 엔／건 

주민기본대장카드 교부 

・인정인 

 

500 엔／건 

전자증명서교부 

・인정인 

500 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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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본대장카드 

호적전부（개인）사항증명서 450 엔／건 

제적전부（개인）사항증명서 750 엔／건 

주민기본대장열람 

・시민과만 가능합니다. 

・사전의 예약이 필요합니다. 

3,000 엔/시간 

신분증명서・부재적증명・부재중증명 300 엔／건 

호적등본의 수리불수리증명 350 엔／건 

호적등본의 기재사항증명 

・우체국의 간이보험증서등 

350 엔／건 

 

※본인이외의 증명서를 취득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마이넘버제도 

마이넘버란 주민표에 등록되어있는 모든 분이 가진 12 개의 번호입니다. 

마이넘버는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의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며, 

복수의 기관에 존재하는 개인의 정보가 같은 사람의 정보임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민표가 있으신 분은 마이넘버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마이넘버제도에 관한 문의 TEL0570-20-0178 

                 ※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대응 창구 

T EL0570-20-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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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란 질병, 부상 혹은 노령에 의해 거동이 불편할 경우 수입을 얻는 

경우가 곤란할 경우, 생활의 기초가 되는 비용을 공적인 연금으로써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 세 이상 60 세 미만으로 일본에 주소가 있는 모든사람(외국인 

포함)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시청 보험연금과 TEL 23-1111／야사토지소 시민창구과 TEL 43-1111 

         ／츠지우라연금사무소 TEL 029-825-1170  

     

가입하는 사람 

20 세 이상 60 세 미만으로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수속에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수속이 필요할 경우 

20 세가 되어 회사를 그만둔 경우, 임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국민연금에서 탈퇴수속이 필요할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 

전입, 보험료를 내야 할 경우 

(면제신청,청년납부유예신청, 학생납부특례신청),연금수첩을 잃어버렸을 경우 

 

단기재류외국인의 탈퇴 일시금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국민연금 혹은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여 일본을 출국할 경우 일본에서 주소가 없어진 날로부터 2 년이내에 

탈퇴일시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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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등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회사등의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3 개월 이상 일본에 재류 시,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입국 당초 

재류기간이 3 개월 이하의 경우라도 재류자격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 보험연금과 TEL 23-1111／야사토지소 시민창구과 TEL 43-1111 

수속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수속이 필요한 경우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이시오카시에 전입했을 

경우 ,직장에서 건강보험이 빠졌을경우, 생활 보호를 받고있을 경우, 아이가 

태어 났을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탈퇴수속이 필요할 경우 

시외에 전출할 경우, 회사등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생활보호를 받지 

않게된경우, 사망한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 

퇴직자 의료제도가 해당될 경우, 주소, 성명, 세대주등이 바뀐 경우, 

세대분할,세대합병을 하였을 경우, 수학등으로 인해 이주지에서 이탈할 경우, 

보험증이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고액의료비제도 

동일월의 의료비의 자기보담액중 일정액이 넘을 경우 고액요양비로써 

지급되는제도 입니다. 한도액은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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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비지급제도 

의료복지비지급제도（마루후쿠）란 대상자(임산부, 소아, 모자부자가정, 

중도심신장해자, 특례임산부, 소아특례)가 건강보험증으로 의료기간에서 진찰을 

받을경우 자기부담상당액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대상자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시청보험연금과 TEL 23-1111／야사토지소 시민창구과 TEL 43-1111   

 

마루후쿠 자기부담금 

 

◇외래의료기관 1 일 600 엔까지, 월 2 회상한 

◇입원의료기관 1 일 300 엔까지 

◇조제약국 자기부담액 없음 

※중도심신장해자는 자기부담이 없습니다. 
 

후기고령자의료제도(장수의료제도) 

○？시청 보험연금과 TEL 23-1111／야사토지소 시민창구과 TEL 43-1111 

75 세 이상의 경우로 한 의료제도입니다. 일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65 세이상의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수속이 필요한 경우 

◇일정의 장해가 있는 사람이 65 세가 될 경우 혹은 65 세를 넘길 경우 ,일정의 

장해가 있을 경우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출입 할 경우, 사망시, 시내의 주소가 변경될 때, 

생활보호를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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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복지 

○？시청어린이복지과 TEL 23-1111／야사토지소 시민창구과 TEL 43-1111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중학교를 졸업 할때까지 국내에 주소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는 

분들께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동부양수당 

아동부양수당은 한부모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령자복지 

 

지역포활지원센터 

○？지역포활지원센터 TEL35-1127 

지역포활지원센터는 건강, 보건, 복지, 의료에 있어서의 상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서비스 

○？시청 고령복지과 TEL23-1111／야사토지소 시민창구과 TEL43-1111 

고령자복지 서비스란 재택 생활 지원에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주요사업 

종이기저귀 구입 비용 일부 조성, 노인복지차 구입비 일부 조성, 고령자등의 

배식서비스, 경로회등 

 

간호보험서비스 

○？시청고령복지과（간호보험실）TEL23-1111 

／야사토지소 시민창구과 TEL43-1111 

 

간호보험으로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간호가 필요한 요지원 1~5 의 인정을 

받은분의「간호서비스」、요지원 1~2 의 인정을 받은분들의「간호예방서비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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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재택서비스：방문간호, 방문입욕간호, 방문 재활등 

시설서비스：요간호로 인정받은 분은 시설에 입소하실수 있습니다.  

장해자복지 

장해자수첩, 수당, 공제제도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 사회복지과 TEL23-1111／야사토지소 시민창구과 TEL4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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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생활보호란 질병 고령등의 사정에 의해 생활비와 의료비등의 지급이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청사회복지과 TEL23-1111／야사토지소 시민창구과 TEL43-1111 

보험의료서비스 

보험센터에서는 건강진단과 각종 암검사, 건강상담, 예방접종, 구급의료 안내 

등의 넓은 연령층의 건강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시오카 보험센터 TEL24-1386 

／야사토 보험센터 TEL 43-6655 

임산부의 건강 

모자건강수첩, 임산부 일반 진찰(의료기관)등 

 

어린이의 건강 

아기방문, 미숙아동양육의료, 어린이의 건강진찰, 어린이상담, 건강상담, 

반짝반짝양치교실, 이유식강습회등 

  

성인의 건강 

건강수첩발행, 건강상담, 건강교실, 건강지도, 건강체조, 결핵검진, 건강검사, 

각종암검사, 감염위르스검사, 치과검진등 

 

마음의건강 

마음의 건강상담, 전화상담, 정신디케어, 마음과생명 전화상담등 

 

 

기타 

각종예방접종, 특정불임치료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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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금  

○？시청 세무과 TEL23-1111 

시민세 현민세 

개인의 전년도 소득등에 관한 세금으로 균등률(소득이 많은분도 적은분도 

같은금액을 부담)과 소득률(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부담)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에게 

과세됩니다. 

  

경차세 

원동기부착자전거, 경자동차등을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고정자산세는 토지, 가옥등에 과세되는 시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시가지구역내에 토지, 가옥에 과세가 되어 고정자산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시세의 납세・납기 

세금은 납세통지서에 기재된 납기에 납부해주십시오. 이시오카시청, 

야사토종합지소, 시내금융기관, 편의점등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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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한 증명 

각종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본인확인(운전면허증등)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증명서 발행은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과・시민창구과에서 취득 가능한 증명서 

○？시청 세무과 TEL23-1111／야사토지소 시민창구과 TEL43-1111 

현황증명, 무자산증명등 

 

시민과・시민창구과에서 취득 가능한 증명서 

○？시청 시민과 TEL23-1111／야사토지소 시민창구과 TEL43-1111 

납세에 관한 증명, 경자동차세 납세 증명서(차검용), 완납증명, 소득에 관한 

증명,과세에 관한 증명, 비과세 증명등 

 

 

 

 

  

 

 
 



20 
 

생 활  

 

상수도 

○？（이시오카지구）코호쿠수도기업단 TEL24-3232 

／（야샤토지구）수도사무소 수도과 TEL43-1118 

단수, 오수, 가입, 휴지, 요금, 지정공사점등에 대해서는 지역 담당창구에 

문의하여주십시오 

 

※이시오카지구와 야사토지구는 요금이 다릅니다.  

하수도 

○？야사토지구 하수과 TEL 43-1111 

사용개시, 휴지, 중지, 사용료, 지정공사점등에 대해서는 지역 담당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시오카지구와 야사토지구에서는 요금이 다릅니다. 

  

정화조 

○？야사토지소 하수도과 TEL 43-1111 

설치, 폐지, 고도처리정화조설치 보조금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십시오.。 

 

오수의 처리 

○？시청 생활환경과 TEL23-1111／야사토지소 총무과 TEL 43-1111 

오수, 정화조오수, 수수료, 업무구역등에 관하여 문의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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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이시오카지구）시청 생활환경과 TEL 23-1111  

                     ／카스미다이후생시설조합환경센터 TEL26-0246 

（야사토지구）야사토지소 총무과 TEL43-1111                              

／니이하리지방광역사무조합환경클린센터 TEL59-4649 

 

수집일, 집적소, 쓰레기의 분별, 대형 쓰레기, 가전재활용쓰레기, 쓰레기 

수집달력등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시오카지구와 야사토지구에서는 반출장소와 분별방법이 다릅니다. 

  

협동의 마을만들기 

○？시청마을만들기협동과 TEL23-1111 

시민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LED 방범등 

○？시청마을만들기협동과 TEL23-1111／야사토지소 총무과 TEL 43-1111 

지역의 생활환경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방범등을 설치하는 자치회에 조성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민교통재해공제 

○？시청마을만들기 협동과 TEL23-1111 

／야사토지소 시민창구과 TEL 43-1111 

현민 교통 재해 공제란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를 당한 분들께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문의, 위로금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십시오. 

 

      

애완동물 

○？시청 생활환경과 TEL23-1111／야사토지소 시민창구과 TEL 43-1111 

／이바라키현 동물지도센터 TEL0296-72-1200 

일본에서는 애완견을 기를 경우 애완견의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 접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소음・악취 

○？시청생활환경과 TEL23-1111／야사토지소 총무과 TEL 43-1111 

소음・악취에 관한 고충, 대응에 관하여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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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이시오카지방장례식장 TEL 22-6828 

이시오카지방장례식장의 화장장,식장의 예약에 관하여 문의하여 주십시오 

 

장수 이시오카시 소메야 1749 
 

시영묘지 

 ○？시청생활환경과 TEL23-1111 

시영묘지를 이용할 경우 문의하여 주십시오 

장소 한노기묘지（한노기 11132-2）／ 용신산묘지（소메야 1854-3） 

 

시영주택 

 ○？시청건축재택지도과 TEL23-1111 

입거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십시오 

시영역토우주차장 

○？역동주차장관리사무소 TEL 24-2904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십시오 

  

합승 타운메이트 

○？（사회복지법인）이시오카시 사회복지협의회 TEL 22-2411 

이용자들의 목적지까지 이용가능한 택시 입니다.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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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 상담 

○？이시오카 공공직업 안정소 TEL26-8141  

직업 상담의 경우 통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응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  정 월・화・목요일 오전 10 시～오후 12 시 / 오후 1 시～오후 3 시 

장  소 히가시이시오카 5-7-40 

 

마을회・자치회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각지역에「마을회」・「자치회」로 불리는 주민의 

조직이있습니다. 마을회와 자치회는 회람판(칠판파일에 시청이나 지역의 소식을 

알리는 물건)를 각 가정에 배포하거나 축제와 방제훈련등 지역의 행사를 

실시합니다. 마을회, 자치회의 활동에 있어서 이웃에 사는 주민과 교류하며, 

지역의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을회, 자치회는 지역의 주민 회비에 

의해 운영됩니다. 

  

민생위원・아동위원 

 

민생위원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전반에 관한 상담, 원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은 임신, 육아에 관한 상담 및 원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위원은 

육아위원을 겸직으로 하며, 지역 가까운곳에 상담창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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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담창구・전화통역서비스 

○？  （공익재단법인）이바라키현국제교류협회 외국인 상담센터 

TEL029-244-3811 

・생활전반에 관한 상담(무료) 

접수시간 

오전 8 시 30 분～오후 12 시 00 분 오후 1 시 00 분～오후 5 시 00 분 

※토일・휴일 및 연말연시 제외 

 

상담내용 

법률、노동、재류자격、혼인、교육、그 외 타 생활전반에 대하여  

 

・법률상담（무료） 

 

매달 2 회、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사전예약제) 

 

・전화통역서비스（무료） 

 

시청・학교등에 수속을 할 경우 이용 가능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응언어의 스케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영어  ・  일본어  

（오전）  

포르투갈어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오전）  

타이어  

（오후）  

중국어  

（오후）  

인도네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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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상담창구 

 

각종상담창구의 일람입니다.*표시가 있는 곳은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상담창구 문의 

*여성상담 시청 정책기획과 TEL 23-1111 

등기・행정상담 시청 비서광청과 TEL 23-1111 

*볍률상담 시청 비서광청과 TEL 23-1111 

인권상담 시청 사회복지과 TEL 23-1111 

소비생활상담 소비생활센터(시청내) TEL 22-2950 

교육상담 교육상담실(후추초등학교내) TEL 24-5519 

교통사고상담 현남지방교통사고상담소 TEL 

029-823-1123 

납세상담 시청수납대책과 TEL 23-1111 

걱정상담 사회복지협회본소 TEL 22-2411 

사회복지협회야사토지소 TEL 36-4311 

마음과생명전화상담 야사토보건센터 TEL 43-6655 

*마음의건강상담 이시오카보건터 TEL 24-1386 

야사토보건센터 TEL 43-6655 

* 정신클리닉 츠지우라보건소 TEL 

029-821-5516 

* 노동상담 이바라키노동상담센터 TEL 

029-233-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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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아 ・ 교 육  

 

취학전의 어린이를 맡길수 있는 시설 

 

유치원 

유치원은 연령에 따라 적절한 환경에 대비해 심신의 발달을 도와주기 위한 

교육시설 입니다. 

시설명 장소 전화번호 

히가시유치원 
히가시오오하시 1610 

-1 
26-2312 

 

인정어린이집 

인정어린이집은 0 세부터 취학전의 어린이를 교육 보육하는 지역의 육아지원시설 

입니다.（★는사립시설）。 

시설명 장소 전화번호 

★이시오카유치원 동광대 1-2 -4  26-3860 

★이시오카젠린유치원 국부 4-3 -3  22-2739 

★고쿠분지유치원 후추 5-1 -19  24-1111 

★사쿠라 원 키타후추 1-12 -20  23-6851 

★바라키다이유치원 하라키 3-4 -13  23-1668 

★와카바야사토 카키오카 2943 -1 43-1046 

★코이세코토리의숲유보원 우지에 2116 -7 56-3333 

5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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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소 

보육소는 보호자가 맞벌이등의 이유로 어린이를 가정에서 보육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육하는 시설입니다.（★는 사립시설）。 

 

시설명 場所
ば し ょ

 電話番号
でんわばんごう

 

제 1보육소 
소우샤 1-2 -10 22-3122 

제 2보육소 

야사토중앙보육소 카키오카 2155 44-8010 

소노베보육소 마이에 1921  46-4182 

미나미보육소 츠키오카 1375  42-4110 

★이시오카명조보육원 후추 2-4-9  24-3385 

★이즈미가오카보육원 이시오카 2-19-7 23-6458 

★코쿠후다이후타바보육원 키타후추 2-7 -43  22-4060 

★히카리보육원 바라키 1-12 -21  22-3708 

★와카쿠사보육원 토우코우 5-12 -8  26-1270 

★시라유리보육원 히가시나카타 1192  26-7788 

★소토노보육원 히가시오오하시 1639 -2 26-3508 

★이시오카해바라기보육원 히가시이시오카 5-３-30  26-7327 

★링링보육원 카미바야시 1408- 2 43-3830 

 

일시보육 

시내재주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시립보육원 사립인정가보육원, 인정어린이집에서 

보호자의 취로형태, 질병, 가족간호, 사적인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아동을 받고 있습니다. 맡기실 시간, 이용료등은 각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시청 아동복지과 TEL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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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 아이 보내기 

감기와 설사, 감염증등의 질병 후 회복단계의 어린이가 집단보육이 힘든 경우 

병후 아동보육실에서 일시적으로 맡겨 간호사가 보육합니다.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시청어린이복지과 TEL23-1111 

이시오카시의사회병원 병후아동보육실사쿠란보 

장소오오스나 10528-25 TEL 22-4784 

 

지역어린이  육아 지원센터 

지역어린이 육아 지원센터는 어린이와 안심하며 활동하며, 마음 편하게 육아에 

관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육아상담, 영양지도, 강습회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는 사립시설) 

시설명 장소 전화번호 

★이즈미가오카보육원 

이즈미가오카지역육아지원센터 

이시오카 2-19 -７ 23-6458 

★코쿠후다이후타바보육원 

Kid′s Futaba 

키타후추 2-７-43 22-4060 

★히카리보육원 

바라키의언덕 

바라키 3-14367 56-4211 

★와카쿠사보육원 

와카쿠사의모리 

토우코우다이 5-12-８ 26-1270 

★소토노보육원  

니코니코 

히가시오오하시 1639-2 26-3508 

야사토중앙보육소 

이시오카시지역육아지원센터 

카키오카 2155 44-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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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일본의 교육제도에 있어서 초등학교의 6 년간과 중학교의 3 년간은 

의무교육기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의 입학수속에 관하여문이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총무과 TEL43-1111 

【초등학교】 

시설명 장소 전화번호 

이시오카초등학교 소우샤 1-2 -10  22-6105 

후추초등학교 와카마츠 1-11-18  24-0111 

타카하마초등학교 타카하마 62  26-3204 

히가시초등학교 아사히다이 1-11 -3  26-2342 

미무라초등학교 미무라 1853  24-3046 

세키카와초등학교 이시카와 1153  26-3225 

키타초등학교 네아타리 10949  22-6486 

미나미초등학교 미나미다이 4-1-1  26-2850 

스기나미초등학교 스기나미 2-3-1  24-2926 

소노베초등학교 미야가사키 6  46-1017 

히가시나루이초등학교 히가시나루이 996  46-1341 

와카라에초등학교 카와라야 1135 -2 44-0055 

하야시초등학교 시모하야시 857 -1 43-0155 

코이세초등학교 오미 832 -1 43-2009 

아시호초등학교 코야 1054  43-0169 

요시우초등학교 요시우 513 -2 43-0987 

카키오카초등학교 카키오카 2159- 2 43-0904 

오바타초등학교 오바타 4080  42-3502 

코자쿠라초등학교 카오마타 746  4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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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설명 장소 전화 

이시오카중학교 히가시이시오카 4-2 

-1  

26-2340 

후추중학교 와카마츠 2-6 -5  24-0022 

죠우난중학교 타카하마 112  22-2487 

코쿠후중학교 소우샤 2-12 -1  24-0510 

소노베중학교 야마자키 1862  46-0506 

야사토중학교 카키오카 3513- 2 43-0062 

 

학동보육 

 

방과후 아동 클럽 

방과후 아등클럽은 보호자가 취로에 의해 가정에 없을경우 아동을 맡기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학동보육 

학둉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인정 어린이집, 보육원 일람입니다. 

 

시설명 장소 전화번호 

★이시오카유치원미라이쥬쿠 토우코우다이 1-2 -4  26-3860 

★바라키다이유치원학동클럽 바라키 3-4 -13  23-1668 

★히카리보육원학동클럽 바라키 1-12 -21  22-3708 

★이시오카조명보육원학동보육 후추 2-4 -9  24-3385 

★소토노보육원타케노코클럽 히가시오오하시 1639 -2 2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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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 건 강 ・ 스 포 츠 시 설  

 

도서관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TEL 24-1507 

개관시간 오전 9 시～오후 7 시 

휴관일 매주월요일、매월 최종 목요일 

（4・8・9・12 월제외）,연말연시 

휴일、특별도서정리기간 

장 소 1-6-31 

 

 

 

중앙공민관 도서실 

○？ 中央
ちゅうおう

公民館
こうみんかん

 TEL 43-6262 

개관시간 오전 9 시～오후 5 시  

휴관일 매주월요일、연말연시,공휴일 

특별도서조정기간 

장 소 카키오카 5680 -1 

 

 

 

 

 
  

★중앙도서관・중앙공민관（도서실）에서는 읽고 들려주는 회등의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히가시지구공민관과 상남지구의 공민관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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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관 

학습과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각 공민관 에서는 다양한 서클 활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민관명 장소 전화번호 

중앙공민관 카키오카 5680 -1 43-6262 

후추지구공민관 후추 5-5 -17 24-1530 

히가시지구공민관 히가시이시오카 4-6 -24  26-6503 

성남지구공민관 미무라 7109  26-3341 

코쿠후지구공민관 코쿠후 5-7 -1  22-2940 

카키오카지구공민관 카키오카 5680 -1 43-6262 

오바타지구공민관 스가마 1300  - 

아시호지구공민관 우와소 1195 -1 43-0865 

코이세지구공민관 오미 827 -1 44-3042 

카와라야지구공민관 카와라야 430 -1 43-2942 

소노베지구공민관 마이에 1921  46-1960 

하야시지구공민관 시모바야시 862 -1 43-0864 

코자쿠라지구공민관 카와마타 746  42-3087 

 

함께하는 마을 이시오카 히마와리관 

○？히마와리관 TEL 35-1126 

고령자복지의 근거가 되는 시설. 트레이닝룸, 

노천탕, 홀, 와실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접수시간 오전 10 시~오후 8시 

（이용시간은 오후 8 시 50 분까지） 

휴 관 일 월요일 

（공유일의 경우 다음날이 휴관일입니다.） 

장 소 오오스나 10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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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토온천 유리의 마을 

○？  야사토온천 유리의 마을 TEL 42-4126 

츠쿠바산이 보이는 노천탕,사우나, 레스토랑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영업시간 오전 10 시오후 10 시 

휴 관 일  제 2・월요일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이 휴관일입니다.)、１월１일 

장  소 오바타 1416  

 

 

용신의숲 캠프장 

○？교육위원회 생애학습과 TEL 43-1111 

자연속에서 바베큐를 즐길수 있는  

캠프장입니다. 

 

이용시간  

당일치기 오전 8시~오후 4 시 

숙 박 오후 12 시～다음날 오후 12시 

휴 업 일 매주월요일, 연말연시  

장 소  소메야 1617-4  

 

근로청소년홈 

○？  근로청소년홈 TEL 24-0322 

일하는 청소년의 여가활동 장소로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개관시간 월요일～일요일 오전 9 시～오후 9 시（일요일은오후 5시） 

휴 관 일 공휴일、연말연시 

장 소 이시오카 214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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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오카시민회관 

○？  이시오카시민회관 TEL 22-5187 

홀과 회의실、방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장 소 소우샤 1-2-5 

 

   

 

 

아동관・육아센터 

○？  아동관 TEL 22-3858／아동센터 TEL 22-3678 

 

아동관・아동센터는 어린이의 놀이장임과 동시에 육아 가정의 교류의 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을 향해 다양한 이벤트가 실시되고있습니다. 

 

개관일 월요일 ～금요일  오전 9 시 ～오후 5 시  ／ 토요일  오전 10 시 

～오후 4 시  

개관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장 소   아동관 후추 5-7-33아동센터 아사히다이  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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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시설 

 

이시오카운동공원     

○？이시오카운동공원    TEL 26-7210 

휴관일   월요일（공휴일의경우 다음날이 

휴관일입니다.)、연말연시 

장소 미나미다이 3-34 -1 

시설 체육관、육상경기장、다목적공간 

（각시설의 이용시간이 다릅니다.） 

 
 

야사토종합운동공원 

○？야사토종합운동공원 TEL 43-6884 

휴관일 월요일（공휴일의경우 다음날이 

휴관일입니다.), 연말연시 

장소 노다 600 

시설 잔디밭광장、테니스코트,트레이닝센터 

、다목적광장、무도관、타겟, 바드골프장, 

수영장 

（각시설의이용기간 이용시간이 다릅니다） 

 

  



36 
 

카시와바라야구공원 

○？카시와바라야구공원 TEL 23-8158 

휴관일 월요일（공휴일의 경우 다음날이 

휴관일입니다.）、연말연시 

장소 카시와바라 11 

시설 야구장、테니스코트, 축구장 

공원、야구공원 

（각시설로 이용시간이 다릅니다.） 

 

이시오카해상센터 

○？이시오카해상센터 TEL 23-5191 

휴관일 월요일（공휴일의 경우 다음날이 

휴관일입니다.）、연말연시 

장소  소메야 1415 

시설  체육관、수영장（각 시설 이용 

기간과 시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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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오카초등학교내온수수영장 

○？이시오카초등학교실내수영장 TEL 23-1088 

 

휴 관 일 월요일（공휴일의 경우 

다음날이 휴관일입니다.）、연말연시 

장 소    소우샤 1-3 -17 

 

시 설 일반용수영장, 유아용수영장 

 
 
 

코이도운동광장・소메야야구장・소년스포츠광장  

○？  운동광장 TEL 23-8158 

휴 관 일 월요일（공휴일은 다음날）、연말연시（이용시간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역사관・자료관 

 

고향역사관 

○？교육위원회 문화진흥과 TEL43-1111 

고대부터 근대까지 역사의 흐름을 알수있는 상설전과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개관시간 오전 10 시～오후 4 시 30 분 

개 관 일 매주월요일、연말연시 

장 소 소우샤 1-2-10 

 

농촌전시관 

○？교육위원회 문화진흥관 TEL43-1111 

눙기구등의 민속자료를 전시합니다.  

개관시간 오전 10 시～오후 4 시 30 분 

개 관 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연말연시 

장 소 오오마스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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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생 ・ 국 제 교 류  

 

이시오카시내의 일본어교실 

○？시청정책기획과 TEL23-1111 

국제 교류 단체가 일본어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매주화요일오후 7 시～오후 9 시 

(2)매주수요일오전 10 시～오후 12 시 

(3)매주금요일오전 10 시～오후 12 시 

 

참가비 무료（단, 교과서와 커피값의 비용은 참가자부담 

장 소 코쿠후지구공민관 

※ (1) ・ (2)의 교실은 프랜드십이시오카, の 、 (3)의교실은 글로벌하트가 

개최하고있습니다. 

 

이시오카시내의국제교류단체 

○？시청 정책기획과 TEL23-1111 

이시오카시에서는 국제교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시오카시내에서 활동중인 주요 국제교류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프렌드십이시오카 일본어교실, 국제교류교실, 국제교류이벤트 

글로벌하트 일본어교실, 국제교류교실, 국제교류이벤트 

이시오카시일본중국우호협회 중국어교실, 국제교류이벤트 

이시오카 라이온즈 클럽 교류활동 

이시오카 로터리 클럽 국제협력, 교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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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 생활정보 

『다언어 생활정보』 

○？（일반사단법인）자치체국제화협회 TEL 03-5213-1730 

재류자격, 결혼・이혼, 노동, 의료、연금, 교육, 세금, 긴급・재해시의 대응 등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다국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clair.or.jp/tagengo/index.html 
※어플에는 다언어 긴급 자동 속보 기능이 있습니다. 일본국내에서 진도 

5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배포되는 긴급지진속보가 다국언어로 

표시됩니다. 

  

대응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공익재단법인）이바라키현 국제교류협회 TEL029-241-1611 

긴급시의 대처법, 행정수속과 전기・가스등의 사용법, 생활상의 필요한 정보를 

다국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ia-ibaraki.or.jp/kokusai/soudan/guide/index.html 
 

대응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http://www.clair.or.jp/tagengo/index.html
http://www.ia-ibaraki.or.jp/kokusai/soudan/guid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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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의료정보』 

○？（공익재단법인）이바라키현 국제교류협회 TEL029-241-1611 

기본적인 대응, 증상의 표현등을 각국어와 일본어의 대조표로 정보제공을 

하고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ia-ibaraki.or.jp/kokusai/soudan/medical/index.html 
 

대응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이바라키 의료기관정보 넷（이바라키 의료기능정보제공 시스템） 

○？이바라키현청 보건복지부 후생총무과 TEL 029-301-3117 

이바라키현내의 다언어대응가능한 의료기관을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ibaraki-medinfo.jp/ 
 

이바라키현 구급의료 정보시스템 

○？（일반재단법인）이바라키현 메디컬센터 TEL029-241-6996 

（토・일요일、공휴일、야간）TEL 029-241-4199 

이바라키현내의 다언어대응가능한 의료기관(구급)을 검색할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www.qq.pref.ibaraki.jp/WP0101/RP010101BL.do 
 
  

http://www.ia-ibaraki.or.jp/kokusai/soudan/medical/index.html
http://www.ibaraki-medinfo.jp/
https://www.qq.pref.ibaraki.jp/WP0101/RP010101B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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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방재정보』
」

 

○？（공익재단법인）이바라키현 국제교류협회 TEL029-241-1611 

이바라키현에 사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해시 매뉴얼 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ia-ibaraki.or.jp/kokusai/soudan/disaster/index.html 
 

대응언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태국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아랍어, 방글라어, 신할라어, 베르샤어, 러시아어, 일본어(후리가나) 

 

・（공익재단법인）이바라키현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 

http://www.ia-ibaraki.or.jp/kokusai/korea/index.html 
 

・동일본 여객 철도 회사 

 

홈페이지 

http://www.jreast.co.jp/kr/index.html   
 

 

・간토 철도 그린 버스 

 

홈페이지 
http://kantetsu.co.jp/green-bus/  

 

 

 

 

 

 

 

 

 

 

 

 

 
 

http://www.ia-ibaraki.or.jp/kokusai/soudan/disaster/index.html
http://www.ia-ibaraki.or.jp/kokusai/korea/index.html
http://www.jreast.co.jp/kr/index.html
http://kantetsu.co.jp/green-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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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  

창구업무 

【이시오카시청】이시오카 1-1-1 ／ 【야사토종합지소】카키오카岡
おか

5680-1 

 

 ・월요일～금요일 

   오전 8 시 30 분～오후 5 시 15 분（공휴일・연말연시 제외） 

   ※수요일의 경우 일부 업무 오후 7 시까지 대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오전 8 시 30 분～오후 5 시 15 분 

※출생, 사망신고등의 호적관계 제출만 대응 

 

자동교부기 

○？시청 시민과 TEL 23-1111 

「이시오카 시민카드」를 취득할 경우, 자동교부기를 사용하여 토일공휴일에도 

이하의 증명서를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자동교부기로 취득 가능한 증명서】
）

  

주민표・인감증명서・경자동차세주소증명서・소득증명서・과세증명서・

비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경자동차납세증명서 

 

【자동교부기설치장소】  

시청, 야사토종합지소, 동지구공민관, 죠우난지구공민관, 마치카도정보센터 

※휴일, 가동시간은 문의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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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 오 카 시 소 개   
 

 

 

 

 

 

 

 

 

 

 

 

   

   

이시오카시는 일본 열도의 관동 지방 

북동쪽에 위치한 이바라키현내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 하는 시입니다. 북서부에 

연결된 츠쿠바산에서 남부의 시가지에 

걸쳐 완만한 언덕지가 펼쳐지며, 시내에 

흐르는 코이세카와는 일본 제 2 의 면적을 

가진 카시미가우라로 연결됩니다. 

 

시꽃 백합   시나무 밤나무  시의새 종다리 

 

 이시오카시에 접근   

철도 

ＪＲ조우반센 특급토키와  

도쿄역→이시오카역 약 60 분 

미토역→이시오카역 약 20 분 

 차량 

조우반자동차도 

도쿄→치요다이시오카ＩＣ약60분 

미토→치요다이시오카ＩＣ약20분 

이바라키공항 

이바라키공항→이시오카역 

차량 30 분 

  

 

 이시오카시의 데이터   

 

인구・세대 

（평성 27 년 3 월 1 일 현재） 

78,021 인／30,180 세대 

 

면적 

215.53km² 

 

 

이시오카시의 시장 

「이시오카」의 첫문자인る「이」를 

도안화. 동그란 환자의 「 이 」 의 

글자로「원만한 시정（둥글다）로 

발전」을 나태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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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오카시의 자연 

 

 

이시오카현 플로워 파크 
750 품종 30,000 주의 세계의 꽃을 즐길 

수 있는 식물원 입니다. 버튼 백합, 달리아, 

크리스마스 로즈 등의 계절을 걸쳐서 꽃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바라키현 플로워 파크 TEL42-4111 

 

관광과수원 
딸기, 블루베리, 포도, 배, 사과, 귤, 

감등의 계절에 걸쳐서 과일을 따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황실에 

헌상되는 후유감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야사토지소 관광고 TEL43-1111 

 

타카하마 후미 
타카하마 후미에서 바라 본 츠쿠바 산의 

풍경은 이바라키백경의 하나입니다. 

낚시와 조류감상, 불꽃놀이 등을 즐기실수 

있습니다. 

 ○？야사토지소 관광과 TEL43-1111 

 

츠쿠바네 오토 캠핑장 
자연속의 캠프와 바비큐를 즐기실수 

있는캠핑장 입니다. 요리교실과 공작교실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츠쿠바네오토캠프장 TEL4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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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진의숲 캠핑장 
자연속의 캠핑, 바비큐를 즐기는 

캠핑장 입니다. 

○？교육위원회 생애학습과 TEL43-1111 

 

코이세가와 사이클링 코스 
코이세가와 부근의 정비된 사이클링 코스 

기복이 없이 초심자도 풍경을  

즐기시며 사이클링 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는 17.2km 입니다. 

○？코이세가와 사이클링 코스 운영위원회 

TEL43-6884 

 

아사히사토야마학교 
목조건축된 전 초등학교를 활용한 관광시설. 

밭에서난 농작물과 피자만들기, 토예체험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사히사토야마학교 TEL51-3117 

 

이시오카시의  역사 

 

 

히타치 후지키의 언덕 
시내에서 출토된 토기 등의 자료를 견학 

가능한 관광시설입니다. 일본제일의 크기를 

자랑하는 시시카시라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도 즐기실수 있습니다.  

○？히타치후도기노오카 TEL23-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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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코쿠부지아토 
（국가지정특별사적） 

741 년、쇼무텐노의 칙원에 의해、

「국토안태・만민식재」를 염원하여 전국 

60 개소의 하나로써 건립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문화진흥과 TEL43-1111 

 

히타치코쿠분니지아토
（국가지정특별사적） 

코쿠분니지는 코쿠분지와 같이 741년, 

쇼무텐노의 칙명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초석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적공원으로써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문화진흥과 TEL43-1111 

 

진야몬（현지정유형문화재） 

1828 년건축。에도시대에 이시오카를 

통치하던 후추 마츠다이라한의 진야 

（당시의 청사）의 문, 2014 년 개수. 

○？교육위원회 문화진흥과 TEL43-1111 

 

후나츠카야마코분（국가지정사적） 

5 세기중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일본 에서는 두번째로 큰 고분입니다. 

 ○？교육위원회 문화진흥과 TEL4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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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쿠우지로우몬（국가지정중요문화재） 

무로마치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내에 현존하는 목조건물로는 최고입니다. 

 ○？교육위원회 문화진흥과 TEL43-1111 

 

다이카쿠지 정원 
동서남북의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교육위원회 문화진흥과 TEL43-1111 

 

 

사쿠의 오오스기（현지정천연기념물） 

추정수령 약 1300 년의 소나무.  

카시마진자의 신목으로써 오래전부터  

신앙되어왔습니다. 

 ○？교육위원회 문화진흥과 TEL4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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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오카시의 이벤트 

  

      
 

 

 

   
 

 

   
 

 

   
 
 

 

 

 

 

 

이시오카히나메구리 츠쿠바네마라톤대회 소메야쥬우니자구라 

카키오카축제 칠석축제 이시오카시민 혼오도리대회 

마이에미타마오도리 이시오카축제 다이다이카구라 

상공제 네코야다이다이 

쥬니멘카구라 

카키오카성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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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오카시에서 개최되는 이벤트로써 이하의 시설에서도 정보를 발신중입니다. 

 

이시오카시 관광협회（이시오카시청 관광과내） 

장소 카키오카岡
おか

5680-1／TEL 43-1111 

마치카도 정보센터 

장소 코쿠후 3-1-16／TEL 27-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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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오카시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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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のためのくらしの便利帳 

편리한 생활 지침서 

 

平成 28 年 4 月発行 

 

石岡市 市長公室政策企画課 

 

 

 

 

 

※ 記載方法、内容等につきましてお気づきの点がありま

したら、市役所  政策企画課へご連絡くださ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