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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첫첫첫    머리머리머리머리    

 

아즈마 이이데 등의 아름다운 산맥으로 둘러 쌓여, 우에스기성관( 館) 

 을 중심으로 발달한 시가로써의 역사를 가진 요네자와에 잘 오셨습니다！ 

 외국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네자와에서의 생활에 당황 될 때가 많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 

 로 이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는 요네자와에서의 생활에 필요하거나 알고있으면 편리한 정보를  

 실었습니다. 

  또한 이 책을 보다 사용하기 쉽고 실용적인 책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중의 데이터(자료) 등은 2010 년 1 월 현재의 것입니다. 

 

                       요네자와시국제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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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긴급시의긴급시의긴급시의긴급시의    대응대응대응대응   

    

１１１１    교통사고와교통사고와교통사고와교통사고와    범죄범죄범죄범죄（（（（다이얼다이얼다이얼다이얼 110110110110 번번번번））））    
교통사고나 범죄 도둑을 당했을 때, 경찰 110 번으로 전화합시다. 

전화가 연결되면 천천히 침착하게 ｢지코데스(사고입니다)｣ . ｢또는 도로보오데 

스(도둑입니다)｣라고 말하고 현장 장소를 설명하고 본인의 주소 성명 등을   

알려줍니다.  

 

 

２２２２    파출소파출소파출소파출소((((코오바안코오바안코오바안코오바안))))    
  일본에는 경찰서 이외에 코오바안 이라고 불리우는 경찰관의 파출소가 지 

역마다 있습니다. 코오바안에서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지역순찰  

범죄수사・  미아나 술취한 사람도 보호하며 분실물 신고 등을 접수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난처한 일이 있을 때에는 상담 해 주 십시 

오.  

  

 

３３３３    급병의급병의급병의급병의    경우경우경우경우（（（（다이얼다이얼다이얼다이얼 119119119119 번번번번））））    
 급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큰부상, 가스중독이나 큰화상 등으로 응급 

처치가 필요 할 때에는 119 번으로 전화를 하면 소방서로 연결되어 환자를 

병원으로 실어가기 위한 구급차를 부를 수 있습니다(무료). 단, 병의 증상이  

가벼울 경우에는 택시나 자가용으로 병원 등에 가야하며 가벼운 증상에는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４４４４    화재의화재의화재의화재의    경우경우경우경우（（（（다이얼다이얼다이얼다이얼 119119119119 번번번번））））    
 불을 냈거나 발견을 하면, 먼저 큰소리로 ｢카지다！(불이다)｣라고 이웃에 

알려 도움을 받읍시다. 그 후 바로 119 번 소방서로 연락합니다. 

전화 통화시 구급이 아닌 화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하고, 화재장소・화재장 

소를 찾기 쉽도록 도움이 될만한 목표물과 통화하는 본인의 이름・전화번호 

를 알려주십시오. 로마자로 적은 주소를 전화기 옆이나 눈에 띄이는 곳에 붙 

여두면 좋습니다.  
 

    소화기의소화기의소화기의소화기의    사용사용사용사용    방법방법방법방법    

①  안전핀을 뽑는다. 

②  호스 끝을 불이 난 곳에 겨냥한다. 

③  레버(손잡이)를 힘껏 눌러쥔다. 

④  불이 난 곳에 분사시킨다. 

또한, 소화기 등으로 초기진화 할 수 있는 것은 타는 불이 천정으로 번지 

려는 때까지 입니다. 이미 불이 천정까지 번전을 때에는 안전한 장소로 피 

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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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５５５    지지지지                진진진진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１１１１））））지진이지진이지진이지진이    일어나면일어나면일어나면일어나면：：：：    

• 바로 가스렌지나 스토브의 불을 끈다. 

•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 견고한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 라디오나 테레비젼에서 나오는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까운 학교 

나 커뮤니센터 등의 피난장소로 피난한다. 차에 타지않고 걸어서 피난한다 

• 밖으로 나갈 때는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자동판매기나 블록담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 

 

 

（（（（２２２２））））지진에지진에지진에지진에    대비하여대비하여대비하여대비하여：：：：    

• 무거운 가구나 쓰러지기 쉬운 가구는 벽에 고정시킨다. 

• 무거운 물건이나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놓지않는다. 

• 집에서부터 안전한 피난로와 가까운 피난장소를 확인해 둔다. 

• 평소 재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비를 해 놓는다. 

(바로 들고 나갈수 있도록) 

＊ 물（1 일 1 인당 ３리터） 

＊ 식료품（통조림,건조식품,레토르트식품,등등） 

＊ 귀중품（현금,보험증,인감 등등） 

＊ 의류（속옷,장갑,타올,방한복 등등） 

＊ 의약품（반창고,붕대,약 등등） 

＊ 그 외（휴대용 라디오, 손전등,전지,초,성냥,탁상용 풍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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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상담창구상담창구상담창구상담창구    
  

 （（（（１１１１））））시내시내시내시내    창구창구창구창구    

요네자와시국제화담당부문과 요네자와시국제교류협회(AIRY)에서는  

 일본어교실의 소개와 생활정보 등의 상담을 일본어・영어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가까운 창구로 이용 해 주십시오. 

 상담・문의처：요네자와시청국제화담당부문              

요네자와시국제교류협회         전화 22－5111(대표) 

                요네자와시 카나이케 5-2-25 요네자와 시청내 

 

 

（（（（２２２２））））외국인상담창구외국인상담창구외국인상담창구외국인상담창구（（（（야마가타현국제교류협회야마가타현국제교류협회야마가타현국제교류협회야마가타현국제교류협회ＡＩＲＹ）ＡＩＲＹ）ＡＩＲＹ）ＡＩＲＹ）    

 재단법인 야마가타현국제교류협회（ＡＩＲＹ）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사소 
    한 걱정거리 등이나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상담을 각 모국어로 무료로 상담 할 수 

    있는 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  어：화～토요일 ――――――――― 10:00～17:00 

 중국어：화・금요일 ―――――――――― 10:00～14:00 

 한국・조선어：목・토요일 ―――――― 10:00～14:00 

 포르투갈어：수・금요일   ――――― 10:00～14:00 

 일본어：화～토요일 ――――――――― 10:00～14:00 

 

 상담처：상담 직통전화 023－646－8861 

재단법인야마가타현국제교류협회（ＡＩＲＹ） 

     야마가타시 죠오나안마치 1－１－1 카죠오세엔토라르 2 층  

     야마가타현국제교류센터 

 

（（（（３３３３））））국제볼런티어센터야마가타국제볼런티어센터야마가타국제볼런티어센터야마가타국제볼런티어센터야마가타（（（（아이비아이비아이비아이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국제볼런티어센터야마가타(IVY:아이비)에서는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어・한국어・포르투갈어・필린핀어・스펜인어・영어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처：전화 023－634－9830・090－2365－1208 

 

（（（（４４４４））））일반상담창구일반상담창구일반상담창구일반상담창구    

 일본어 만으로의 상담입니다만, 요네자와시청 내, 그 외 다른 회장에서 

  는 법률에 관한 것이나 난처한 일 등을 변호사나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 

  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매월 15 호 시보를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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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중요중요중요중요한한한한    수속수속수속수속    

１１１１    외국인등록외국인등록외국인등록외국인등록    
    

(1)(1)(1)(1)신규등록신규등록신규등록신규등록    신청신청신청신청    

일본에 90 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신청시기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90 일 이내.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 

○신청하는 사람 

 ・16 세 이상의 경우는 본인. 

 ・16 세 미만의 경우는 대리인（부모 등） 

○신청에 필요한 것 

 ・사진 2 장（가로 3.5cm×세로 4.5 ㎝ 16 세 미만의 경우는 불필요.） 

 ・여권 

○기 타 

 ・등록증명서는 입국관리국에서 작성하므로 교부까지 약 2 주일정도 걸립 

    니다 

・신청후에「외국인등록증명서교부 예정기간지정서」에 교부예정기간이 

      지정되오니 지정기간 내에 시청에서 찾아가 주십시오.      

 ・등록증명서는 항상 휴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2)(2)(2)변경등록변경등록변경등록변경등록    신청신청신청신청    

  등록증명서 기재사항에 변경이있는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해 주십시오. 

○신청시기 

・주소,성명,국적,직업,재류자격,재류기간,근무처 등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 

・상기 이외의 등록사항(예:여권번호 등)에 변경이있는 경우는 다음번 외 

  국인등록 수속을 밟을때 아울러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 

○신청에 필요한 것 

・등록증명서 

・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재류자격, 재류기간 변경의 경우）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기  타 

・변경사항은 등록증명서 뒷면에 기재됩니다. 

・성명 또는 국적 변경의 경우는 교환교부 신청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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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３３３））））교환교부신청교환교부신청교환교부신청교환교부신청    

○신청사유 

・등록증명서의 심한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 

・등록증명서 뒷면 기재란에 추기 할 수 없는 경우 

・성명,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에관한 등록의 정정 

○신청하는 사람 

・신규등록신청의 ｢경우와 신청하는 ｣사람 란과 동일 인물 

○신청에 필요한 것 

・사진 2 장（가로 3.5cm×세로 4.5cm、16 세 미만의 경우는 불필요） 

 ・여권 

・등록증명서 

 

 

((((４４４４))))확인확인확인확인((((키리카에키리카에키리카에키리카에：：：：새로바꿈새로바꿈새로바꿈새로바꿈))))신청신청신청신청    

  수년（1 년～5 년, 또는 7 년）에 한 번, 등록증명서를 갱신하지않으면 안 

    됩니다. 

○신청시기 

 ・16 세 미만의 사람은 16 세가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   

 ・16 세 이상의 사람은 등록증명서에 기재된 신청기간 

○신청하는 사람 

 ・본인 

○신청에 필요한 것 

 ・교환교부신청의「신청에 필요한 것」란과 같음 

 

 

（（（（５５５５））））재재재재    교부신청교부신청교부신청교부신청    

○신청사유 

・분실, 도난, 멸실로 인한 등록증명서를 잃은 경우 

・등록증명서를 소지하지않고 재입국 한 경우 

○신청하는 사람 

 ・신규등록신청서의「신청하는 사람」란과 같음 

○신청에 필요한 것 

・사진 2 장（가로 3.5cm×세로 4.5cm、16 세 미만의 경우는 불필요） 

・여권 

 ・이유서 또는 사실증명서（도난신고증명, 화재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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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６６６））））등록증명서등록증명서등록증명서등록증명서    반납반납반납반납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등록증명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출국하는 경우에 입국심사관에게 

 ・일본국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는 14 일 이내에 시청으로   

 

 

（（（（７７７７））））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교부를 받을수 있 

   습니다. 일본인의 주민표 등본에 해당하는 증명서입니다.  

   발급료는 한 통에 400 엔 입니다. 

    

      문의처：요네자와시청시민과   전화 22-511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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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２２    재류하기재류하기재류하기재류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수속수속수속수속    
  외국인이 일본에 재류하기위해서는 재류기간 연장,재류자격 변경, 재입국 

 수속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수속은 모두 가장 가까운 지방입 

 국관리국에서 원칙적으로 신청인 스스로가 입국관리국에 가서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내용에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오니 입국관리국에 

 확인 해 주십시오. 

 

（（（（１１１１））））외국인을외국인을외국인을외국인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상담실상담실상담실상담실    

센다이 입국관리국 내에 있는「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에서는 외 

 국인의 입국, 재류에 관한 수속절차 등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고있습니 

 다.  

 

 〔상담안내 내용〕 

○재류자격 취득 또는, 변경, 재류기간 변경, 영주허가 등의 재류에 관한 

  모든 수속. 

  ○배우자 등을 불러들이는 등의 모든 입국관계 수속. 

 〔상담 안내요일〕 

   영  어    월부터 금 

   중국어   월・화・목・금    축일・  년말년시 제외 

   한국어   월・목 

   스페인어   수・금 

 〔상담 안내시간〕 

   9:00～12：00，13：00～16：00 

   전화 문의도 받고있습니다.    전화 022-298-9014 

 

＜입국관리국소재지＞ 

(1)센다이입국관리국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고린 1-3-20   센다이 제 2 법무합동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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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３３３    혼인혼인혼인혼인・・・・출생출생출생출생・・・・사망신고사망신고사망신고사망신고    
 

(1)(1)(1)(1) 혼인신고혼인신고혼인신고혼인신고    

 시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혼인신고에는「혼인용건구비증명서」와「출생증명서」의 첨부서류가 필요하 

오니 자세한 것은 문의바랍니다. 

 

문의처：요네자와시청시민과  전화 22－5111（대표） 

 

 

(2)(2)(2)(2) 출생신고출생신고출생신고출생신고    

 일본에서 아기가 태어난 경우는 14 일 이내에 시청시민과에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가 딸린 신고용지는 병원에 있습니다)」를 제출 해 주십시오. 제 

 출하실 ｢ ｣때 모자건강수첩 을 지참 해 주십시오. 

  

 ｢출생신고｣수속 후, 아기의 외국인등록도 합니다. 부모중 한 분이 일본인인 

 경우엔 일본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외국인등록이 필요 없습 

 니다. 또 모친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는 출산육아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도장을 지참하시고 시민과창구에서 신청 해 주십시오.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분은 회사로 문의 해 주십시오.） 

문의 시, 유유아의 의료비 보조를 받기위한「유유아의료증」의 발행과 

아동수 

당 수속도 있습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60 일이상 일본에 재류하는 경우는 출생 후 

 30 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을 신청, 취득하셔야 합니다. 

 

(3)(3)(3)(3) 사망사망사망사망신고신고신고신고    

 일본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친족 또는 동거자가 7 일 이내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첨부 된 ｢사망신고서(용지는 병원에 있습니다)｣를 시청 시민과 

에 제출 해 주십시오. 

 또,「외국인등록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분은「국민건강보험 

｣증 도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반납 해 주십시오. 

  

문의처：요네자와시청시민과 전화 22－511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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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４４４    인감인감인감인감((((도장도장도장도장))))        
 

(1)(1)(1)(1) 인감의인감의인감의인감의    종류종류종류종류    

일본에서는 사인(서명)과 같은 의미로 자신의 성이나 이름을 새긴 도장을 

사용합니다. 도장은 ｢지츠인(인감도장)」과 ｢미토메인(막도장)｣으로 나누며 

시청에 등록되어있는 ｢ ｣도장을 지츠인 이라하며, 그 외의 도장을 ｢미토메 ｣인  

으로 구별합니다. ｢ ｣지츠인 을 찍을 때에는 그 지츠인 등록증명서와 대조하는 

것으로 그 소유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확인됩니다. 그에따라 계약서 작성이나  

법적수속, 자동차등록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미토메인 은 은행계좌 개설 

등, 그 외의 경이한 것에 사용합니다. 인감은 도장집에서 새길 수 있습니다.  

｢ ｣지츠인 을 만들 때는 조건이 있으므로 주의 하십시오. 

 

 

(2)   (2)   (2)   (2)   인감등록인감등록인감등록인감등록    

   외국인등록을 하고있는 15 세 이상의 사람은 시청시민과에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 사람당 한 개에 한하며 본인이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외국인등록증명서 ｣  등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과 인감입니다. 

등록 할 때는 외국인등록증명서에 적어있는 성명(부르는 성명)과 같은 성명 

으로 해야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알파벳 표기의 인감은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인감등록증｣이 발행됩니다. 그것은｢인감등록증 

｣명서 교부신청을 할 때 필요하게됩니다. 

등록되지 않는 인감도 있사오니 자세한 것은 시청시민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요네자와시청시민과  전화 2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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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５５５    건강보험건강보험건강보험건강보험    
  일본에서는 전국민보험제의 제도아래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공적의료보험에는 금무처에 가입하는 건강보험과 살 

 고있는 ･시 구･정 ･촌의 관청에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의 2 종류가 있습니다. 

 

(1)(1)(1)(1)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는 ･자영업 농업종사자･퇴직한 사람 등, 타 건강보험제도에 

가입이 않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보험제도 입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나 생활보호를 받고있는 분 이외에는 반 

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진찰받는 의료비의 전액을 본인이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a)가입절차 

시청 외국인등록창구에서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필요한 것은 외국인등록증 

증명서입니다.  

 

  일본에 1 년이상 머물 예정으로 와서 외국인등록을 해놓고, 회사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가입 할 수 있으나 가입을 할 때에는 전입일로 거슬러 올라가(가입하는 날 

과 별도로 전입한 날짜)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b)의료비 지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은 치료에 든 의료비의 30％를 의료기관 창구에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찰을 받을 때에는 의료보험증을 의료기관 창구 

에 제시 해 주십시오. 

 

(c)보험세 납부 

 보험세는 원칙적으로 가족 모두의 분을 세대주가 대표로 납부합니다.  

시로부터 납세통지서가 오면 지정된 납부기한까기 납부합니다. 

 

 년도 도중에 귀국 등의 이유로 탈퇴한 경우 보험료는 재계산되어 탈퇴 후 

 에도 정산분을 납부해야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창구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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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신고가 필요한 경우 

①  주소변경（요네자와 시내） 

②  요네자와 시외로의 전출시 

③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가입 할 때 

④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세대주가 바뀌었을 때, 사망했을 때 

⑤  보험증을 분실했거나 더러워졌을 때 

⑥  탈퇴할 때（귀국할 때 등） 

 

문의처： 요네자와시청국민건강보험담당과  전화 22－5111（대표） 

 

（（（（２２２２））））    근무처에서근무처에서근무처에서근무처에서    가입하는가입하는가입하는가입하는    건강보험건강보험건강보험건강보험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피고용자보험(사회보험)에 가입합니다. 

자세한 것은 근무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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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６６６    세금세금세금세금    
(1)(1)(1)(1) 소득세소득세소득세소득세    

나라에 내는 세금의 하나로 소득세가 있습니다. 보통 2 월 16 일에서 3 월 

 15 일까지 전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문의처：요네자와세무서 요네자와시 토오마치 1-1-9 전화 22-6320 

 

(2)(2)(2)(2) 주민세주민세주민세주민세    

현에 내는 세금의 하나로 현민세 시에 내는 세금의 하나로 시민세가 있어 

  1 월 1 일 일관적으로 주소지의 시청으로 과세됩니다. 세액은 1 년분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납세방법에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사업소득자 등의 세금 

 은 납세통지서를 통해 시청에서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6 월부터 다음 해 3 

 월까지 10 회에 걸쳐 납세합니다. 또는 특별징수 방법으로 급여소득자세금 

 의 특별징수세액통지서를 시청에서 급여지급자에게 통지하여 6 월부터 이듬 

 해 5 월까지 12 회로 나누워 지급자가 그 사람의 급여에서 매월 제하는 

방법  

 으로 납입됩니다.   

 

 문의처：요네자와시청 전화 22-5111（과세에 관하여）세무과  

                    （납세에 관하여）납세과 

 

(3)(3)(3)(3) 경자동차세경자동차세경자동차세경자동차세    

경자동차세나 오토바이 등의 세금은 매년 4 월 1 일 현재 소유자(사용자)  

에게 과세됩니다. 구입이나 폐차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 때 또는 요네자와시 

외로 전출 할 때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하기창구로 수속에 필요한 것을 화인하신 후 신고 해 주십시오. 

차차차차    량량량량    종종종종    류류류류    수속을수속을수속을수속을    받는받는받는받는    창구창구창구창구・・・・문의처문의처문의처문의처    

원동기달린 자전거（125cc 이하） 

소형특수자동차（농경용, 기타） 

요네자와시청 시민과 

요네자와시카나이케 5-2-2 

전화 22-5111 

*경자동차（3 륜、4 륜 등） 

*바이크（125cc 초과～250cc 이하） 

    (2 륜 경자동차) 

야마가타현 경자동차협회 

야마가타시 

타치야가와 3-3553-2 

전화 023-686-3600 

*바이크(251cc 이상) 

   （2 륜 소형자동차） 

동북운수국 야마가타운수지국 

야마가타시오오아기우르시야마 

아기교오단 1422-1 

전화 023-686-4711 

 

 

＊ 표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곳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가 듭니다） (사)야마가타현자가용자동차협회현남지부 

요네자와시 크보타마치 크모타 325-5 전화 3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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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기기기기    타타타타    

 상기 이외에 고정재산세 등 시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도 있사오니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요네자와시청 세무과 전화 2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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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７７７    연금연금연금연금    
 20 세이상 60 세미만의 사람으로 일본 국내에 사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민연금에 추가하여 근무처에 가입하는 후생연금,  

공제조합 제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 

a) 가입・납부 

 시청에 신고를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으면 안됩니다.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창구에 납부하거나 구좌를 통한 자동이체로도 납 

부 할 수있습니다. 

 

b)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이없는 사람이나 수입이 적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에는 신 

청을 하면 보험료전액 또는 반액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생은  

보험료의 지급이 유예되는 ｢학생납부특례제도(가크세이노오후토크레이세이도 

)｣를이용해 주십시오. 

   

c) 연금 지급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기타 등. 지급종류에 따른 조건이 있사오니  

문의 바랍니다. 

  

（（（（２２２２））））    후생연금후생연금후생연금후생연금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으면 후생연금에 가입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고용주 

도 1/2 을 부담하고 보험료는 급료에서 공제됩니다. 지급에 관해서는 국민연 

금의 경우와 거의 같습니다. 

 

（（（（３３３３））））귀국귀국귀국귀국    할할할할    경우경우경우경우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보험에는 탈퇴일시금지급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이 일본체재중 연금에 가입시 보험료를 6 개월이상 납부한 경 

우 귀국후 2 년이내에 소정의 절차에따라 청구하면 탈퇴일시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또, 귀국을 한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후생연금에 관해서는 근무하는 사업소・회사로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요네자와시청  전화 22－5111 또는, 

        요네자와연금사무소 전화 22－4220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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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일상생활일상생활일상생활일상생활    
   

１１１１    주택주택주택주택    
주택을 빌릴 때에는 보통 부동산업자를 통해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의 생활에 맞는 조건을 분명히하고,  부동산업자에게 갈 때에는 일본인 친구 

나근무처의 사람 등과 함께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1)(1)(1)집이나집이나집이나집이나    아파트를아파트를아파트를아파트를    빌리는빌리는빌리는빌리는    방법방법방법방법    

 a) 처음 계약의 경우 

 ・계약서 

  임대계약서에 필요사항을 기입 한 후 도장을 찍는다. 계약서는 확실하 

 게 설명 해 달라하고 모르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나서 서명(사인)  

・날인(도장을 찍음)을 한다. 

・보증인 

  계약서에 서명을 할때 필요합니다. 될수 있으면 일본인의 누군가를 보 

 증인으로 하십시오. 보증인은 임대계약자(세든 사람)대신 계약상의 책임 

 을 지는 의무가있습니다. 

・사례금 

    권리금이라고도 말하며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집세의 1 

   ・2 개월 분으로 퇴거를 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 

  계약시 집세의 체납이나 방의 손상에 대비한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퇴거를 할때 방 수리대를 제한 나머지 금액 

 이있으면 돌려받습니다. 보통 방세의 1～3 개월분입니다. 

・중개료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로 집세의 1 개월분입니다. 

・집세 

      1 개월분의 임대료를 말합니다. 보통 매월 월말에 다음달분을 지불합 

     니다. 

 ・공익비(관리비) 

    공용부분(아파트 ･계단 통로･그외)의 유지, 보존에 필요한경비. 

 

 

 

 

주의주의주의주의！！！！    

일본에서는 방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쯔보(평) ｢」와 죠오(타타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쯔보＝2 죠오≒3.3058 ㎡≒35.583 평방피트 

  1 죠오（타타미 한 장의 넓이）는 약 1.8ｍ×0.9ｍ의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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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계약갱신 

   임대계약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재계약을 맺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경우에는 부동산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일도 있습니다. 

  

c) 해약 

   이사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내용에따라 사전(보통 1 

  개월 전)에 통지해야합니다. 통지하지않은 채로 퇴거를하거나 퇴거 할 의 

  사표시를 퇴거 직전에 한다거나 하면 다음달 분의 집세까지 지불하지않으 

  면 안되는 일이있습니다. 또, 이사를 할 경우는 광열비・수도비를 다 지불 

  해야하고, 아파트는 원래의 깨끗한 상태로 해 놓아야합니다.    

 

 

((((２２２２））））공영주택을공영주택을공영주택을공영주택을    빌리는빌리는빌리는빌리는    방법방법방법방법    

    공영주택이란, 현이나 시 등의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 

  택문제로 난처해하는 사람과 저소득의 사람을 위한 집세가 저렴한 주택을 

  말합니다. 각각의 담당부서에 신청이 필요하며 입주희망이 많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시영주택에 대한 문의처：요네자와시건축주택과       전화  22-5111 

 현영주택에 대한 문의처：야마가타현오키타마종합지청건설부건축과 

                                        전화 26-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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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２２    전기전기전기전기    
 

 (1)(1)(1)(1)사용개시사용개시사용개시사용개시    신청신청신청신청    

   이사를 와서 처음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배전판(선) 전부의 브래 

   ｢ ｣이커를 로 해 주세요. 전기가 통하는 것을 확인한 후, 편지통 또는  

   배전판 주변에 있는 엽서에 ･주소 성명･전화번호･입주일을 기입. 동북전력 

   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이 전기사용 신청이 됩니다. 

    전기가 통하지않으면 아래로 문의 해 주십시오. 

      동북전력요네자와영업소    전화 22-6310 

 

 (2)(2)(2)(2)요금지불요금지불요금지불요금지불    

   요금은 은행이나 우체국 구좌로부터 자동이체하는 방법과, 납부통지서 

   를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등에서 지불하는 방법이있습니다. 

    또한, 기한까지 지불하지않으면 다음달요금에 체납요금이 가산됩니다. 

  

    (3)(3)(3)(3)전기기구에전기기구에전기기구에전기기구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요네자와에 공급되는 전기 전압과 주파수는 100Ｖ・50Ｈｚ입니다. 전기 

   기구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 해 주십시오.  

 

 (4)(4)(4)(4)정전정전정전정전    이외의이외의이외의이외의    이유로이유로이유로이유로    전기가전기가전기가전기가    끊어진끊어진끊어진끊어진    모든모든모든모든    경우경우경우경우        

   용량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거나 쇼트되었을 경우에는 브레이커(전류차 

   단기)가 자동적으로 내겨가 전기공급을 중단합니다. 사용하고 있던 전기 

기구 몇개를 끄시고 브래이커 스위치를 올리면 원래대로 전기가 들어옵니 

  다. 

 

    (5)(5)(5)(5)사용을사용을사용을사용을    정지하고정지하고정지하고정지하고    싶은싶은싶은싶은    경우경우경우경우    

   이사 등으로 전기사용을 중지 할 때는, 사용하지 않을 날로부터 5 일전 

   까지 동북전력요네자와영업소로 전화연락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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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３３３    수도수도수도수도    

    
(1)(1)(1)(1)사용개시사용개시사용개시사용개시    신청신청신청신청    

  일본에서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습니다. 수도사용을 시작 할 때 

   는 요네자와시청 수도부에있는 ｢ ･ ｣급수장치 배수설비이동신고 에 필요사항 

   을 기입한 후, 소유자(아파트의 경우 셋집주인)와 사용자 본인이 서명, 도 

   장을 찍은 후에 요네자와시수도부 창구에 제출 해 주십시오.  

  

(2)(2)(2)(2)요금지불요금지불요금지불요금지불    

   수도요금은 매월 납부서를 통해 알립니다.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구 

   역에서는 하수도요금도 동시에 지불합니다. 

   지불방법은 금융기관의 구좌로 자동이체하는 방법과 직접 납부서를 갖 

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3)(3)(3)트러블이트러블이트러블이트러블이    일어난일어난일어난일어난    경우경우경우경우    

   누수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고장난 경우는 먼저 수도벨브(개폐마개)를 

   잠그고서 수도공사사업자에게 연락 해 주십시오 

  

 

(4)(4)(4)(4)동결을동결을동결을동결을    막기위해서는막기위해서는막기위해서는막기위해서는    

   겨울기간 기온이 마이너스４℃(섭시)이하가되면 수도관이 동결 될 때가  

  있습니다. 야간이나 장시간 수돗물 사용을 하지않을 경우는 동결방지를 

위해 ｢ ｣물빼놓기 를 해 주십시오. 만약 동결된 경우는 수도꼭지를 열어놓 

   은채 타올로 수도관을 감은뒤 타올 위로 미지근한물을 부으면 수돗물이  

   나오게됩니다. 그렇게 해도 물이 나오지않는 경우에는 수도공사업자에게 

   연락 해 주십시오. 

 

「물빼는」방법 

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이 나오게 해 놓으십시오. 

② 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벨브(개폐마개)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 

   잠금니다. 

 

 

(5)(5)(5)(5)사용을사용을사용을사용을    정지하고정지하고정지하고정지하고    싶을싶을싶을싶을    때때때때    

 이사 등으로 수도사용을 하지않게 될 때나, 일시적이나마 장기간 사용 

 하지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일주일 전까지 ･주소 성명･이사하는 날 

 ･이전 할 ･주소 정산할 때의 지불방법을 수도부로 알려 주십시오. 

 

  문의처：요네자와시수도부 요네자와시카나이케 5-1-23 전화 22-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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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４４４    가스가스가스가스    
  

 요네자와시에서는 프로판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1) (1) (1) 사용개시사용개시사용개시사용개시    신청신청신청신청    

프로판가스 취급점으로 연락을 하면 담당자가 와서 가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2) (2) (2) (2) 요금지불요금지불요금지불요금지불    

  가스요금 지불은 매월 검침을 한후 수금원이 수금을 오거나 구좌로 자 

 동이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3) (3) (3) 가스가가스가가스가가스가    셀셀셀셀    때때때때    

 혹, 가스가 세는 것을 느꼈을 땐 창문이나 문을 열어놓은 채. 중간벨브 

 와 가스 맨틀마개를 잠그고 가스취급점으로 연락 해 주십시오. 

    프로판가스는프로판가스는프로판가스는프로판가스는    공기보다공기보다공기보다공기보다    무겁습니다무겁습니다무겁습니다무겁습니다. . . . 빗자루와빗자루와빗자루와빗자루와    같은같은같은같은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쓸어냅시다쓸어냅시다쓸어냅시다쓸어냅시다....    

    

((((4444))))    사용을사용을사용을사용을    정지하고정지하고정지하고정지하고    싶을싶을싶을싶을    때때때때    

가스사용을 중지 할 경우,  그 몇칠 전까지 프로판가스 취급점으로 연 

   락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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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５５５    전화전화전화전화    
    

(1) (1) (1) (1) 전화신설전화신설전화신설전화신설     
 가정 전화를 새롭게 설치할 때는 NTT 로 신청합니다.  

신청에는 ･성명 주소를 증명하는 것(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명서 운전면허증 

)이 필요합니다. 설치는 유료입니다. 

신청을 할 때, 공사날짜를 정합니다. 공사일에는 집을 비우지마십시오. 

자세한 것은 국번없이 116 으로 문의 바랍니다. 

 

a) 휴대전화 등 

 휴대전화(핸드폰)에 관해서는 각 회사로 문의 바랍니다. 

 

b) 요금지불 

 사용한 전화요금청구서는 매월 자택으로 우송됩니다. 지불방법은 금융기 

관이나 ･편의점 전화회사로 전화요금 청구서를 가지고가서 직접 지불하는 

방법과 금융기관의 구좌로 자동이체하는 방법이있습니다. 

 

 

(2) (2) (2) (2) 국내전화국내전화국내전화국내전화    

 요네자와의 시외국번은 (0238)입니다. 시외에서 요네자와로 전화를 할  

때는 시외국번(0238)를 누루고 전화번호를 누르십시오. 

 

a) 전화번호 보는 법 

   0238－12－3456  ①시외국번（요네자와시는 0238） 

   ①  ②  ③    ②시내국번 

             ③계약자번호 

b) 장거리전화 

      장거리 전화를 걸 때. ＮＴＴ커뮤니케이션즈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비스회사가  있습니다. 

 ＫＤＤＩ          문의：전화 0077-777 

 니호온테레코므(주)     문의：전화 0088-82 

 

c) 각종 문의전화번호 

   다이얼 116 번―ＮＴＴ로의 ･ ･문의 신설 이전 

   다이얼 117 번―시간안내（유료） 

   다이얼 113 번―전화고장 

   다이얼 104 번―전화번호안내（유료） 

   다이얼 106 번―콜렉트콜（오퍼레터 취급） 

   다이얼 177 번―일기예보（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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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공중전화 

 전화박스나 ･역 가게 등에 ･핑크색 녹색･회색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녹색이나 회색으로 ･텔레폰카드 10 ･엔 100 엔짜리 동전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100 짜리 동전의 경우 잔돈이 나오지않습니다. 시내전화의 

경우 10 엔으로 1 분동안 통화 할 수 있습니다. 통화중에 종료음이 나면 텔 

레폰카드나 동전을 추가로 투입하시면 계속해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3333））））국제전화국제전화국제전화국제전화    

 

 ＜외국의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 할 경우＞ 

  주된 서비스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회회회                사사사사            명명명명    문문문문        의의의의        처처처처    전화거는전화거는전화거는전화거는    법법법법    

ＮＴＴ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0120－506506 0033－010－국가번호 

－시외국번－전화번호 

주식회사케이디디아이 

（ＫＤＤＩ） 

0057 001－010－국가번호 

－시외국번－전화번호 

일본텔레콤주식회사 0088－41 0041－010－국가번호 

－시외국번－전화번호 

（예）아메리카합중국 뉴욕의 123-4567 로 전화를 걸 경우 

   ＫＤＤＩ를 이용할 경우 : －010－1－212－123－4567 

 

국가번호（일본：81）    

   아일랜드        353        태국             66 

   아메리카        １      중국           86 

   영국            44           필리핀            63 

   인도            91      브라질           55 

   인도네시아      62          페루            51 

   캐나다          1           말레이시아         60 

   한국            82 

 

 

（（（（4444））））전보전보전보전보    

 

 ＜국내전보＞ 

   일본 국내에서 국내로 전보를 칠 경우는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신청을 할 경우는 다이얼 115 번으로. 

 ＜국제전보＞ 

  국제전보는 전화를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번호는 0053519 또는, 0120－44－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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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６６６    우편우편우편우편・・・・택배서비스택배서비스택배서비스택배서비스    

    
(1）국내우편 

   우체국은 빨간 〒「 」마크가 표시입니다. 우체통은 빨간 상자형과 원통형 

  이 있습니다.  

창구시간：월요일～금요일 9：00～17：00（토･일･축제일은 휴업） 

 ※요네자와우체국 만  월요일～금요일   9：00～19：00 

  유우유우창구 영업시간은 월요일～금요일  8：00～20：00 

                            토요일           8：00～17：00 

                            일요일・휴일    9：00～12：30 

 문의처：요네자와우체국  전화 22－5005  

 

＜수신인명 적는법의 예＞ 

 수신인명（주소・성명） 

세로도 가로도 다 좋습니다. 

                 

 

 

 

 

 

 

 

 

 

＜보통우편물＞  

구   별 사    이    즈 요   금 

보통엽서 

보통엽서（그림엽서 등） 

긴쪽의 변 14㎝
せんち

～15.4 ㎝  

짭은쪽의 변９㎝～10.7 ㎝ 무게 2ｇ～6ｇ 

※관제엽서는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장에 50 엔.  

보통엽서에는 

50 엔짜리우표를 

붙인후, 우체통 

에넣어주십시오. 

  

 

정형우편물 

（봉서） 

긴쪽의 변 14 ㎝～23.5 ㎝  

짭은쪽의 변９㎝～１2 ㎝  

두께１㎝이하 무게 50g 까지 

25ｇ까지 80 엔 

50ｇ까지 90 엔 

정형외의  

우편물 

정형외의 우편물로 무게 4kg 까지 

(최대)긴쪽의 변이（60 ㎝이내）짭은쪽의 

변의 두께의 합계가 90 ㎝이내 

(최소)장변 14 ㎝ 단변９㎝ 

(원통형 등)길이 14 ㎝ 직경 3 ㎝ 

소포우편물 

（유우파악크） 

무게는 30 ㎏이내 

크기는 길이・폭・두께의 합계가 1.7ｍ이내. 

(원통형 등)길이 14 ㎝ 직경 3 ㎝ 

요금은 무게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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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의 속달・등기우편・현금 등기우편 등의 특수 우편물도 취급합니다. 

   문의처：요네자와우체국     전화：22-5005 

    

＜기타＞ 

○부재중의 경우 

 ･등기우편 소포 등을 배달했을 때. 부재중인 경 ｢ ｣우에는 부재배달통지서 를 

우체통에 넣어 받아야 할 우편물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우편물은 7 일동 

안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배달에 관해서는 통지서에 배달 받고싶은 날과   

배달 받고싶은 곳을 기입하여 우체국의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으로 전화연 

락을 하면됩니다. 우편물을 받을 때는 통지서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외국인등록증명서 등)･도장(갖고있는 경우)이 필요합니다. 

 

○전송서비스 

  이사를 할 때, 우체국에 이전 신청을 해놓으면 그 날부터 1 년동안 전 주거 

지의 우편물을 신 주거지까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2)(2)(2)(2) 국제우편국제우편국제우편국제우편    

＜항공보통우편물＞ 

   우편엽서   세계각국 70 엔짜리 우표 균일. 

 ※편지(정형,정형외)･소포 등의 요금은 지역에따라 다르오니 문의바랍니다.     

문의처：요네자와우체국        전화 22－5005 

 

＜국제에키스프레스메에르（속달：ＥＭＳ）＞ 

   서류나 물품 등의 우편물(무게는 나라에따라 다릅니다)을 무엇보다 빨리 

  해외로 보내는 국제우편입니다. 인수로부터 배달까지 최우선으로 취급하 

  며 ｢지금 짐이 어디에 있는지｣의 배달상황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에코노미이 항공（보통：ＳＡＬ）＞ 

   해외로가는 우편물을 일본 국내와 도착 국내에서는 선편으로 취급하며. 

 양국(두 나라)간은 항공으로 수송하는 선편보다는 빠르게 항공편보다는 가 

 격이 싼 서비스입니다. 

 

＜영어로 우편안내 서비스＞ 

   전화를 통해 영어로 우편안내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센 다 이    022－711－7544 

 토오쿄오    03－5472－585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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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택배편택배편택배편택배편    

 

   우체국이 멀거나 갖고가기가 힘든 짐은 택배편이 편리합니다. 택배를 취 

  급하는 표시가 있는 가게나 편의점 등에서도 취급하는 한편, 전화로 신청 

  을 하면 자택으로 물건을 받으러도 옵니다. 일본내 어디든 수일 이내에  

  배달을 해줍니다. (일부지역 제외)  

 

＜주된 운송업자＞ 

 사가와큐우빈                  요네자와점      전화 37－5500 

 다이이치카모츠                 요네자와지점     전화 23－3363 

 니호온쯔으운                  요네자와지점     전화 23－0202 

 야마토우운유                    고객서비스센터   전화 0120－019625 

 미야고카모츠지도오샤우운소오   요네자와영업소   전화 37－2170 

 요네자와고오도오우운소오                     전화 2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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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７７７    금융서비스금융서비스금융서비스금융서비스    
 

(1) (1) (1) (1) 은행은행은행은행    

＜은행 영업시간＞ 

 창구 월요일～금요일 9：00～15：00（토요일･일요일･축일은 휴무） 

＜구좌의 종류＞ 

○보통예금： ･입 출금은 자유로우나 금리가 낮습니다. 소정의 신청을 하면 공 

            공요금( ･ ･ ･세금 전기 수도 전화 등)이나 NHK 수신료의 자동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저축예금：일정액 이상의 예금액이 예금되어 있으면 보통예금보다 금리가 

높습 니다. ･입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보통・저축예금보다 금리가 높습니다만 정해져있는 기간이 지나 

            지 않으면 환급(인출)을 못받습니다. 

 

＜구좌개설＞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여권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신청합니다. 

 ATM(현금자동인출기) 등의 이용이 가능한 현금카드 발행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예금 인출방법＞ 

  은행의 소정양식에따라 기입한 후,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환급(인출)의 

  경우에는 구좌를 개설했을 때 등록한 도장과 통장이 필요합니다.  

 

＜ＡＴＭ（현금자동인출기)＞ 

  금융기관 창구까지 가지않아도 ATM 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입금・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2) (2) (2) (2) 우체국우체국우체국우체국 

  우체국에서도 은행과 같은 금융업무를 하고있으며 일본 어느 우체국에서 

  도 자유롭게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은행과 거의 같으며 

  현금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3) (3) (3) (3) 외국으로의외국으로의외국으로의외국으로의    ････송금송금송금송금 환전환전환전환전 

외국으로의 ･송금 환전 등은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금융기관으로 문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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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８８８    쓰레기쓰레기쓰레기쓰레기    
 

   요네자와시에서는 지구온단화 방지,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위해 폐기물 

 감량과 유효한 자원이용 및 리사이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마음을 기우려 쓰레기 분별에 협력 해 주십시오. 

 

１１１１    쓰레기쓰레기쓰레기쓰레기    버릴버릴버릴버릴    때의때의때의때의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수거일(지정일)을 지켜 주십시오 (지역에따라 수거일이 다릅니다) 

    「쓰레기수거 달력을 봐 주십시오」 

 ・수거일 당일 아침 7 시 30 분까지 수거장소에 내 놓아 주십시오 

 ・정확히 분별하여 내 놓아 주십시오 

・쓰레기봉투가 지정되어있는 쓰레기는 지정 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5kg 짜리 봉투까지） 

・쓰레기의 수거 장소는 쵸나이카이나 아파트 관리자가 설치, 관리하고 있 

  습니다. 지정된 수거 장소 이외에는 쓰레기를 내 놓치 마십시오 

        

    

２２２２    기본적인기본적인기본적인기본적인    분별분별분별분별（（（（7777 분별분별분별분별））））    

    

（1）가연성쓰레기「지정 쓰레기봉투(유료봉투)：(대)(소)적색 문자」 

   플라스틱마크   가 있으며 더러움이 없애지지 않는 것,음식물 찌거기 

     (부엌쓰레기),   종이쓰레기,신발,기록매체류(비디오테이프・CD・DVD）  

 

（2）불연성쓰레기「지정 쓰레기봉투(유료봉투)：(대)(소)녹색 문자」 

   스프레이 깡통(다 사용한 깡통에는 구멍을 낸다)라이터(다 사용한 것) 

     플라스틱마크   가 없는 플라스틱제품,소형전기제품,유리제품,금속류 

 

（3）플라스틱제용기포장「지정 쓰레기봉투(유료봉투)：(대)(소)오렌지색  

문자」      

     상품표장용(상품보호용 또는 고정되어 있던 것)플라스틱제 패키지,보 

     틀(양주병),컵,봉지류(플라스틱마크※※ 가 있으며 깨끗한 것.  

     내용을 다 사용 했거나 다 마시고 난 불필요 해진 플라스틱제패키지 

     보틀(양주병),컵,봉투류 

 

（4）페트병「지정자원 쓰레기봉투(유료봉투)：(대)(소)오렌지색 문자」 

   음료용, 음주용(미리인 포함), 간장용 페트병  

      그림과 같은 표시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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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대쓰레기「소다이(조대)쓰레기용 스티커(유료)」 

  지정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큰 것, 또는 5kg 을 넘는 것 

    전화신청에 따른 개별 회수 방법입니다. （전화 22－5235） 

 

 

（6）유해쓰레기(내용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넣어서 내 놓는다.) 

  수은 등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 

형광관･건전지･수은체온계 

 

 

（7）분별자원물 

  폐지류(신문・광고지・골판지(상자)・우유팩・잡지 (이외의 종이류) 

    끈으로 십자묶기를 해서 내 놓는다. 

    식료품・음료품의 캔이나 병・헌 섬유류 

    (내용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넣어서 내 놓는다.)   

 

 

 ○지정 쓰레기봉투・소다이(조대)쓰레기용 스티커 취급점                      

 

 

 

 

 

 

 

 

 

３３３３    가전가전가전가전 4 4 4 4 품목품목품목품목((((텔레비젼텔레비젼텔레비젼텔레비젼・・・・냉장고냉장고냉장고냉장고((((냉동고냉동고냉동고냉동고    포함포함포함포함))))・・・・세탁기세탁기세탁기세탁기・・・・에어콘에어콘에어콘에어콘))))의의의의    처리처리처리처리    

    

   소비자가 리사이클 비용을 부담하고 소매업자가 수거・운반하며  제조업 

   자가 리사이클하는 각자의 역활 분담을 토대로 쓰레기 감량화와 재 자원 

   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 바랍니다. 

   

 

４４４４    퍼스컴퍼스컴퍼스컴퍼스컴    처리처리처리처리    

    

  제조업자(메이커)가 접수합니다. 각 제조업자되는 회사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요네자와시청환경생활과   전화 22－5111（대） 

 

 

 

 

 

 

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슈퍼・홈센터・상점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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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９９９    애완동물애완동물애완동물애완동물    
 

（（（（1111））））애완견의애완견의애완견의애완견의    등록등록등록등록    

  애완견을 기르는 경우에는, 생후 91 일 이상의 애완견은 반드시 

등록(일생 한번)하고, 매년 한번의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아야 합니다。 

 

（（（（2222））））등록등록등록등록    방법방법방법방법    

 ○미등록 경우 

강아지가 태어나거나,양도 받았을 경우에는, 생후 3 개월쯤에 시청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해주세요。 

（봄의 광견병 예방주사 장소에서도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비는 3,000 엔 입니다。 

 ○등록된 경우 

  이미 등록을 마친 애완견을 양도 받았을 경우에는, 전 사육주에게서  

「감찰=개표」도 잊지말고 받아서 시청에 가지고 와 주세요。 

 ○애완견이 죽었을 경우 

  애완견이 죽었을 경우에는, 시청 또는 동물병원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주세요。감찰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비용 사망신고   무료 

     감찰재교부 1,600 엔 

 

  문의처：요네자와 시청 환경생활과   전화 22－5111(대） 

 

（（（（3333））））광견병광견병광견병광견병    예방주사예방주사예방주사예방주사    

  매년 한번 봄에 광견병 예방주사가 있읍니다。 

시청에서 통지가 발부되므로 받드시 받으세요。비용은 3,100 엔입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지정 수의사） 

병원명 주소 전화 

오오히라 가축병원 오오아자미사와 16,029 22－6268 

키타죠으 동물병원 죠으호크 1－3－9 23－7030 

요네자와 동물병원 하나자와쵸으 1－9－95 24－4911 

사토으히사시동물병원 고뵤으 2－7－13 26－5488 

테라야마 동물병원 카나이케 7－3－3 
21－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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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０１０１０１０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운전운전운전운전    
 

（（（（1111））））운전면허에운전면허에운전면허에운전면허에    관해서관해서관해서관해서    

a)국제 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있는경우 

원칙적으로, 국제운전 면허증으로 운전 할 수 있읍니다。일본에서 운전   

할 수 있는 기간은 일본에 상륙한 날부터 1 년이내 까지가 국제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 입니다만, 국제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 내에 한합니다。 

그후 일본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운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3 개월 미만의 출국기간에 새로 취득한 국제운전 면허증으로는 일본에서 

운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b)스위스, 독일, 프랑스 국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영사관、ＪＡＦ등에서 작성한 번역증명서를 첨부한경우、입국부터 1 년간  

자국의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내에는 운전할 수 있읍니다。 

 

c)외국면허의 변경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여 운전할   

수 있읍니다。또한、변경하는 경우 지식과 기술확인등은、일본의 운전면허 

제도에 따라서 실시합니다。 

 

○변경의 조건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운전 면허증이 유효기간내 일것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날부터、3 개월이상 그 나라에 체재한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법이 정하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필요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예약 신청 

・모든 접수는 예약으로 합니다。 처음 서류심사를 받는분 또는 학과, 

기능심사를 받을분은 예약을 해 주세요。 

・서류심사에서, 수험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은, 수험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합니다。수험수수료는、2,400 엔입니다。 

・외국 면허증 발급 나라에 따라서、제출하는 서류등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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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외국의 운전면허증 

②  여권（패트포트） 

③  외국인 등록증서 등 

④  사진（신청전 6 개월 이내의사진,정면 상반신 증명사진, 모자를 

쓰거나,배경이 있는 사진은 안됨 세로 3 ㎝×가로 2.4 ㎝）1 장 

⑤  외국면허증을 일본어로 번역한 서류（ＪＡＦ 또는 대사관 등에서 

발행） 

～ＪＡＦ야마가타지부～야마가타시오다치 2-1-59  

전화 023－625-4520 

 

○학과심사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에 관한 심사（5 분간）를 실시 합니다。 

10 문중 7 문 이상의 정답을 합격으로하고、합격일로부터 6 개월간、학과는 

면제가 됩니다。 

（문제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루투갈어 및 페르시아어 

6 개국어가 준비되어 있읍니다） 

   

○기능심사 

  학과심사에 합격한 분은、기능심사를 받읍니다。 

 

○합격후의 면허증교부 

   학과심사와 기능심사에 합격한 분은,다음날,적성시험에 합격하면,전부 

합격이 된 것 입니다。면허증 교부수수료는 1,750 엔입니다。 

  

 자세한 내용의 문의 및 예약 

 야마가타켐 종합교통안전센터   시험계 

 〒994-0068 텐도으시 오오아자타카다마 1300 전화 023－655－2150 

 

d)기타 

  일본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할 경우, 일본에서는 자동차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비용은 30 만에부터 

40 만엔입니다, 기간은 1 개월에서 2 개월정도 걸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자동차 교습소에 문의 하세요。  

 

 

（（（（２２２２））））운전할운전할운전할운전할    때의때의때의때의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a)교통규칙 

일본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는 좌측통행。보행자는 우측통행 

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또、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한 벌칙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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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읍니다. 

  ・주행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되어 있읍니다. 

  ・6 세 미만의 어린이는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읍니다. 

 

○오토바이 운전 

오토바이는 50cc 이하인 것은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오토바이는 제각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 운전 할 때와  

동승 할 때에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읍니다.  

 

○자전거 주차 

JR 요네자와역 주변의 노상에는 자전거를 세워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 

로 싸이크르 파-크 Rin・Rin(린・린)에 세워두기 바랍니다. 

 

 

○교통 표지 

 

 

 

 

 

      

 

 

 

 

 

 

 

 

 

 

 

 

 

 

 

 

 

 

 

 

 

 

    

    

일방통행  

차량진입금지  회전금지  통행금지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최고속도  서 행  일시 정지  

차량통행금지  추월을 위해     

우측차선 

넘는 행위금지   



 35 

（（（（3333））））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오토바이의오토바이의오토바이의오토바이의    소유소유소유소유    

 

a) 등록（차량등록）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소유할 경우、등록이 필요합니다。또、주소나 소유자 

변경、폐차등、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구입처에 의뢰하거나 아래에 문의해주세요。 

・보통자동차、배기량 251cc 이상의 오토바이 

  야마가타 리크운 지국 전화 023－686－4711 

・경자동차、배기량 126～250cc 의 오토바이 

  경자동차 검사협회 전화 023－686－6080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요네자와 시청 시민과 전화 22－5111 

 

b)자동차 검사 （차검） 

 자동차나 배기량 251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은 일정 기간마다 

 국가 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고 운행 할 때에는 차검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새로(신차)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는, 3 년되는 해에 처음으로 차검 

 을 받고, 이 후에는 2 년마다 차검을 받읍니다. 

 

c)보험의 절차 

①  책임보험（자동차 손해 배상보험） 

법률에 의해, 오토바이, 원동기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1 대 마다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된 보헙입니다。 

②  임의보험 

책임보험（자동차 손해 배상 보험）의 보상에는 한계가 있어、 

인사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읍니다。 

임의보험에서는 책임보험 대상이 안되는 사고 때에도 보장이 

있읍니다。 

또、최근에는 책임보험 보험금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일도 많아 

졌으므로 임의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합니다。 

사고시 상대방의 협의 등도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대신하여 줍니다。 

임의보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문해주세요。 

 

d)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납입통지서가 도착하면 기한일까지 납부하세요。 

또、납입통지서의 의문점이 있으면、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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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１１１１１１１    교통기관교통기관교통기관교통기관    
 

(1)(1)(1)(1)전철전철전철전철（ＪＲ）（ＪＲ）（ＪＲ）（ＪＲ）                                                                                                                                                                                                                            

시간표에는 일반적으로、동경 방면으로 가는열차를 「노보리」 열차 라 

부르고、 동경에서 요네자와 방면으로 오는열차를 「쿠다리」 열차라고  

부릅니다。 

승차권 (깃쁘)은 지정석권이나 장거리표를 제외하고는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읍니다。역의 매표소에는 요금표가 있고、 역명과 운임이 

표시되어 있읍니다。신간센을 탈때에는、승차권외에 특급권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요금등 잘 모를 때에는 문의해 주세요。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에는、차장이나 내린역 정산소에 신고해 주세요。 

  문의처：ＪＲ히가시니혼 요네자와 역 전화 22－1130 

 

(2)(2)(2)(2)버스버스버스버스    

 a)노선버스 

   시내에는 시민버스와 야마코으버스가 운행되고 있읍니다。 

   운행시간、노선、정류장 등은 문의하세요。 

   문의처：요네자와 시청 환경생활과 전화 22－5111 

 

 ＜버스 타는 방법＞ 

  ○선불의 경우（균일 요금일때） 

①  승차할 때、요금을 지불한다。 

②  목적지의 정거장이 가까워지는、안내방송이 들리면、 

「하차단추」를 누른다 

③  버스가 정차하면、하차구로 내린다 

  ○후불의 경우 

①  승차할 때 발권기에서 정리권을 뺀다 

②  목적지의 정거장이 가까워지는、안내방송이 들리면、 

「하차단추」를 누른다 

③  버스가 정차하고 내릴때、요금함에 승차요금과 정리권을 함께 

넣는다、거스름돈이 남지 않도록 넣는다。요금은、차량앞쪽에 

디지털 패널에 정리권의 숫자에 대응한 요금이 표시된다。 

잘 모를 경우、내릴때 운전사에게 물어보세요。 

 

b)장거리 고속버스 

동경까지 장거리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읍니다。좌석은 전부 예약지정제 

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버스회사에 문의하세요。  

    

○장거리○장거리○장거리○장거리    고속버스고속버스고속버스고속버스    회사회사회사회사     

회회회회        사사사사    명명명명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    

 

토으흐크급행버스 

03－3529－0321(9:30~19:00) 

03－3529－2241 

(19:00~21:00,  

당일밤 공석안내 ) 

http://www.tohoku-express.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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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택시택시택시택시ーーーー    

  빈차의 택시는 앞유리창에 빨갛게「빈차」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택시 

승차장이나 노상에서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목적지의 설명이 어려운 

경우、목적지 근처의 큰건물을 운전사에게 알리거나、목적지를 종이에 

적어 운전사에게 주어도 좋읍니다。또 다른 방법은 택시회사에 전화를 (콜 

택시) 걸어 이용하는 방법도 있읍니다。 

  요금은 운전수의 왼쪽 미터기에 표시되어 있읍니다。기본요금은 610 엔 

입니다。 밤 10 시부터 다음날 아침 5 시까지 시간대와  

동절기 （1 월 1 일～2 월말일）까지 종일 2 할증요금 입니다。 

 

○○○○택시택시택시택시ーーーー회사회사회사회사    
회회회회    사사사사    명명명명    연락차연락차연락차연락차    

아즈마 관광택시ー    22－1317    

이마므라 택시ー 22－2360    

츠지 택시ー    23－3200    

츠바메 택시ー    22－1301    

마르미야 택시ー    55－2001    

요네자와 택시ー    22－1225    

 

 

(4(4(4(4))))렌터카렌터카렌터카렌터카ーーーー    

  렌터카ー는 차종、년수、사용기간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렌터카 ー를 빌리는 경우、일본에서 운전가능한 면허증외에、외국인등록 

증명서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으로 각 회사에 문의하세요。 

 

○○○○렌터카렌터카렌터카렌터카ーーーー회사회사회사회사    
회회회회    사사사사    명명명명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에키 렌터카ー요네자와 영업소 22－8161    

쥬효으 렌터카ー 22－6040 

토요타 렌타리-스 야마가타요네자와 영업소 26－0100    

닛산 렌터카ー요네자와 영업소 37－2300 

닛뽄 렌터카ー요네자와 영업소    24－4363    

비류으 렌터카ー 24－3618 

요네자와 렌터카ー 22－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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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２１２１２１２    매스매스매스매스    미디어미디어미디어미디어    
 

(1)(1)(1)(1)텔레비젼텔레비젼텔레비젼텔레비젼    

요네자와에는 보통의 안테나로 수신할 수 있는 텔레비젼 방송은、 

ＮＨＫ2 국과   민방 4 국이 있읍니다。  

텔레비젼이 있는 댁에서는 ＮＨＫ수신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케이블 텔레비젼（CATV）이나  

ＢＳ（위성방송）、ＣＳ(통신위성）방송에도 가입할 수 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메디아 요네자와（ＮＣＶ）나 가전판매점에문의하세요。                   

케이블 텔레비젼 문의처：뉴-메디아 요네자와（ＮＣＶ） 전화 24－2525 

 

(2)(2)(2)(2)라디오라디오라디오라디오    외국어방송외국어방송외국어방송외국어방송（ＡＭ（ＡＭ（ＡＭ（ＡＭ라디오라디오라디오라디오、ＮＨＫ、ＮＨＫ、ＮＨＫ、ＮＨＫ제제제제 2222 방송방송방송방송））））    

 요네자와의 주파수는 1359kHz 입니다 

 외국어 뉴ー스 방송일은 아래와 같읍니다。 

  

언어언어언어언어    월월월월～～～～금요일금요일금요일금요일    토토토토、、、、일요일일요일일요일일요일    

영 어 
14:00～14:30 

18:00～18:15 

14:00～14:10 

18:00～18:10 

중국어 13:00～13:10 

한국어 13:10～13:20 

포루투갈어 18:30～18:45 18:20～18:30 

스페인어 18:15～18:30 18:10～18:20 

 

 

(3)(3)(3)(3)신문신문신문신문    

 시내에는 현지 신문사 발행신문、전국신문、외국어 신문등이 발행되고 

있읍니다。희망하는 신문은、판매점에 문의하세요。 

 

(4)(4)(4)(4)인터인터인터인터ーーーー넷넷넷넷    

 일본에는 프로바이다ー회사가 많이 있읍니다。 

 사용목적이나 시간대등 자기에게 맞는 서ー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선택하세요。 

 

또, 시립요네자와도서관에서는 인터넷용 퍼스컴 3 대를 설치했읍니다. 

교육기관 대상의 필터릴을 설비하고 있어 어린이들도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읍니다. 이용매너를 지키면서 이용 해 주십시오.  

 

사용료：무료, 1 인 1 회에 한하며 30 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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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３１３１３１３    쵸나이카이쵸나이카이쵸나이카이쵸나이카이((((반상회반상회반상회반상회))))    
 

쵸나이카이는、지역에 있어서 상부상조나 친목의 장소로서 자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입회는 의무가 아니지만、일상의 생활정보를 입수하거나 지역사회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입회하는 것이 좋읍니다。입회금、매월의 회비는 각 

쵸나이카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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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건강관리건강관리건강관리건강관리・・・・의료의료의료의료    
   

１１１１    의료기관의료기관의료기관의료기관    

    
(1)(1)(1)(1)의료기관의료기관의료기관의료기관    

요네자와시에는 입원할 수 있는 ４곳의 큰병원 외에도、진료과가 있는 

의원이 많이 있읍니다。담당의사를 정하는 것도 좋읍니다。 

 

요네자와시요네자와시요네자와시요네자와시    병원병원병원병원    
병원병원병원병원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소주소주소주소    

요네자와 시립병원  22－2450 요네자와시아이오이쵸 6－36 

상유도으 병원   24－3700 요네자와시츄으오으 6－1－219 

후나야마 병원   23－4435 요네자와시에키마에 2－4－8 

국립병원기코으요네자와병원  22－3210 요네자와시오오아자미사와 6100―1 

 

진찰을진찰을진찰을진찰을    받을때받을때받을때받을때    

 진찰을 받기위해 시간예약제은 치과를 빼면 거의 없어、당일 접수순번이 

일반적입니다。큰병원에서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일본어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 가거나 

통역을 의뢰 하는것도 좋읍니다。 또、 다언어 문진표 （카나가와켐 국제 

교류 협회작성）등을 이용해도 편리합니다。                                           

 다언어 문진표의 자세한 정보는、요네자와시 국제교류협회（YIRA）의 

홈페이지나 동협회에 전화해 문의하세요。 

 다언어 문진표：카나가와켐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 

http://www.k-i-a.or.jp/medical/index.html 

또는 요네자와시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 

http://www.omn.ne.jp/~yira/ 

    요네자와시 국제교류협회 전화 22－5111（代） 

    요네자와시카나이케 5－2－25 요네자와 시청내 

 

 

(2)(2)(2)(2)휴일휴일휴일휴일、、、、야간의야간의야간의야간의    진료진료진료진료    

a)평일야간・휴일진료소 

평일의 밤이나 휴일에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중병일 때 평일야간 ・ 휴일 

진료소에서 진료받으세요。 

 ○평일야간・휴일진료소  

전화 22－9922 요네자와시 니시오오도오리   1－5－60  

    

진료과목 내과・소아과 

   진료일  일요일、축일、12 월 31 일～1 월 3 일 

   진료시간 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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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구급당번병원 

요네자와시립병원、상유도으 병원、흐나야마 병원 3 곳의 병원에서 매일 

교대로 긴급진료를 하고있읍니다。당번일은 시의 홍보등에 알리고 있으나、 

야간 당번의사 안내등은 병원에 문의해도 알 수 있읍니다。 구급 당번 

병원은 중병의환자。진료받는 환자중에、긴급성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시간외진료 특별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병원병원병원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소주소주소주소    

요네자와 시립병원  22－2450 요네자와시 아이오이쵸으 6－36 

상유도으 병원 24－3700 요네자와시 츄으오으 6－1－219 

흐나야마 병원   23－4435 요네자와시 에키마에 2－4－8 

휴일야간 당번의사안내  21－1191  

 

    

(3)(3)(3)(3)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의료정보의료정보의료정보의료정보    센터센터센터센터ーーーー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국제볼런티어(봉사)센터 야마가타는、야마가타켐내의 

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의료통역･번역의 소개를 하고 있읍니다。 

  

(a)의료를 포함한 생활전반의 상담 

 전화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읍니다。 

  일본어 9：00～18:00 전화 023－634－9830 

  중국어、영어、또는 일본어 9：00～19:00 090－2365－1208 

 

(b)통역、번역 상담 

 의료、법률、교육관계 통역、번역 으로 곤란할 때는 상담하세요。 

 중국어、한국어、포르투갈어、필리핀어、기타 

 

문의처：특정비영리활동법인 국제 볼런티어센터ー야마가타 

    전화 023－634－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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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２２    건강검사건강검사건강검사건강검사    

    
(1)(1)(1)(1)    요네자와시요네자와시요네자와시요네자와시    건강검사건강검사건강검사건강검사    

요네자와시는、생활습관병의 예방、조기발견을 위해 각종의 검사를 하고 

있읍니다。실시기시나 장소등은、시의홍보란을 통해서 알리고 있읍니다。 

 요네자와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은 다음과 같읍니다。 

・하츠라츠기본검진―대상：18 세부터 30 세까지의 남녀 

・기본건강검사－대상：40 세이상의 남녀 

・위암 검진 ―대상：40 세이상의 남녀 

・대장암 검진―대상：40 세이상의 남녀４０ 

・자궁암 검진―대상：20 세이상의 여성 

・유방암 검진 ―
 

대상：40 세이상의 여성（격년검진） 

・요으잔도크 －대상：40 세이상의 남녀 

 

  문의처：요네자와시 스고야카(건강)센터 건강과  

      요네자와시 니시오오도오리 1－5－60 전화 24－8181 

 

(2) (2) (2) (2) HIVHIVHIVHIV 검사검사검사검사(AIDS)(AIDS)(AIDS)(AIDS)、、、、성기성기성기성기    크라미지아크라미지아크라미지아크라미지아    감염병검사감염병검사감염병검사감염병검사    

에이즈에 관한상담、HIV 항체검사는、오키타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성기 크라미지아 감염병검사에 관한 상담、항체검사도 실시하고 

있읍니다。 

모든상담、검사는 익명으로 접수가되며、사생활보호는 지켜집니다。 

상기의 검사는 무료입니다。결과는、1 주일후에 알려줍니다。 

 

전화상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축제일은 제외）8:30～17:15 

 

검 사 일  

매주월요일（축제일은 제외）13:00～14:00 

(항체검사는、사전에 연락해주세요。) 

 문의처：오키타마 보건소 전화 22－3002 

     요네자와시 카나이케 3－1－26 

 

(3) (3) (3) (3) CCCC 형간염형간염형간염형간염    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    검사검사검사검사    

 C 형간염에 관한 상담、검사도 보건서에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익명으로 접수되고、요금은 무료입니다。 

전화상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축제일은 제외）8:30～17:15 

검    사  예약이 필요합니다。 

문의처：오키타마 보건소 전화 22－3002  

요네자와시 카나이케 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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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１１１１    임신임신임신임신    했을때했을때했을때했을때    
  임신이라고 생각되면、병원（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받으세요。 

의사가 진단후、임신한것을 병원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모자건강수첩이 

교부 됩니다、임부나 태어난 아기는 검진、예방접종등을 무료로 

받읍니다。 검진이나 예방접종의 장소、시간、내용은、시의 홍보지에 

실립니다。또、모자건강수첩에는、임부와 아기의 건강상태나、아기의 

성장상황（신장、체중등）을 기록하는외에、임부나 육아에 필요한 정보가 

실려있고、건강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２２２２    아기가아기가아기가아기가    태어났을때태어났을때태어났을때태어났을때    
（（（（1111））））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수속절차수속절차수속절차수속절차    

①  의사나 조산원에게서「출생 증명서」를 작성해 받읍니다。 

②  14 일 이내에、출생 증명서、모자건강수첩을 가져가、시청에 출생 

신고서를 제출하고、출생신고 수리증명서를 받읍니다。 

③  아기의 국적이 일본국적이 아닐경우、그나라의 주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여권을 취득합니다。부모의 국적이 

다른경우에는、부모님 각자의 나라에 신청합니다。 

④  생후 60 일이상 일본에 체류할 경우에는、30 일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취득을 위한 신청을 하고、60 일이내에 시청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2222））））출산비용에출산비용에출산비용에출산비용에    관하여관하여관하여관하여    

   정상출산은、의료보험대상이 아니어서、꽤 비용이 들지만、 부부중에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면、나중에 출산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국민건강보험：시청 

        사회보험：회사、근무처등 

 

（（（（3333））））영유아영유아영유아영유아    의료의료의료의료        

   아기의 탄생과 동시에、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자기 부담분을 

경감하는 영유아의료 조성을 하는 제도가 있읍니다。소득제한이 

있으므로、 문의한  후에 신청수속을 해주세요。 

   문의처：요네자와시청 어린이과 전화 22－5111（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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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영유아영유아영유아영유아    건강검사건강검사건강검사건강검사    

   영유아의 건강검사는 4 개월 건강검사가 있고、시내 소아과에서 

받을수 있읍니다。 

  영유아의 1 세 8 개월아기 건강검사、3 세아기 건강검사도 

스고야카센터에서 받읍니다。 

 

    

（（（（5555））））영유아영유아영유아영유아・・・・초등학생의초등학생의초등학생의초등학생의    예방접종예방접종예방접종예방접종    

   영유아・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다음과같이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의 홍보지에 알립니다。 

 

예방접종의예방접종의예방접종의예방접종의    종류와종류와종류와종류와    실시시기실시시기실시시기실시시기    
 예방접종의 종류 대상 년령과 회수 장소와방법 

집
단
접
종

 

포리오 

(소아마비주사) 
생후 3 개월～18 개월중에 

2 회 

접종장소스코야카센터 

・4 월과 10 월에 실시 

・먹는왁진입니다 

※7 세미만까지무료로 

받을수 있읍니다。 

ＢＣＧ 
생후 3 개월～ 

6 개월미만 
1 회 

1 기 

초회 

생후 3 개월～7 세미만 

（3～8 주 간격으로） 
3 회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3 종혼합 

1 기 

추가 

초회종료후 

1 년경과한사람 
1 회 

디프테리아 

파상풍 
2 종혼합 2 기 11 세～13 세미만 1 회 

1 기 1 세～2 세미만 1 회 

홍역・풍진 

（홍역 풍진 

혼합） 
2 기 

1 기종료후、5 세～7 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취학전 1 년간 

1 회 

1 기 

초회 

만 3 세～7 세반미만 

（１～4 주 간격으로） 
2 회 

1 기 

추가 

초회종료후 

1 년경과한사람 
1 회 

개
별
접
종

 

일본뇌염 

2 기 9 세이상 13 세미만 1 회 

※시내지정 

의료기관 실시 

(사전에전화로예약) 

 

※해당월령에달했으면、 

신속히접종하세요。 

 

※대상년령기간은 

무료로 받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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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３３３    아동아동아동아동    수당수당수당수당((((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0 세 아기부터 초등학교 수료전의  어린이를 양육하는 사람은、어린이 

한명당 첫번째 및 두번째는 아이는 월액 5,000 엔、세번째  어린이 부터는  

월액 10,000 엔이 지불됩니다。소득제한이 있으므로、문의하시고 수속해 

주세요。 

   

문의처：요네자와 시청 어린이과 전화 22－5111（대） 

 

 

４４４４    보육원보육원보육원보육원    
보육원은、보호자가 함께 일을하거나 병환등의 이유로 어린이를 보육할 

수 없을때、어린이를 맡겨 보육하는 아동복지시설 입니다。 

0 세 아기부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읍니다。  

 보육료는、그어린이 가정의 전년도의 소득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보육원 입소 수속절차、상담은 시청 어린이과에서 실시합니다。 

 

인가인가인가인가    보육소보육소보육소보육소    일람일람일람일람    

보육원명보육원명보육원명보육원명    주소주소주소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세이브 유아원 고뵤으 1－5－37 21－0426 

코으도으신와유아원 혼쵸으 2－1－37 21－3755 

마츠가사키 보육원 죠으세이 1－5－59 21－0349 

묘으죠으 보육원 몬토으마치 3－2－27 22－2260 

야마가미 보육원 토오리마치 7－4－32 23－3416 

코으도으토으브보육원 시모하나자와 2－3－36 23－6624 

코으도으세이브보육원 키바마치 2－9 24－8558 

코으도으남브 보육원 혼쵸으 2－4－47 21－3756 

코으도으호크브보육원 
시오이마치시오이 

1476－1 
21－5070 

요네자와츄오으보육원 사크라기쵸으 1－75 23－5470 

시오이 보육원 시오이마치시오노 2075 21－1225 

모리노코엔 보육소 
반세이쵸으 

으시모리 4172－6 
28－3715 

푸치하우스 토쿠마치 1－38－1 26－6565 

토으브히카리 보육원 히가시 1－6－103 23－1675 

미도리가오카보육원 야라이 1－3－75 23－1867 

아즈마 보육원 오오타마치 4－1－151 38－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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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５５５    아동센터아동센터아동센터아동센터((((어린이센터어린이센터어린이센터어린이센터))))    
 

 아동센터ー는、넓게는 일반어린이를 위해서 건전한 놀이를 주고 건강을 

증진하고、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시설로、시내에는 3 개소 

설치되어 있읍니다。자세한 내용은 각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아동센터아동센터아동센터아동센터ーーーー일람일람일람일람    

센타센타센타센타ーーーー명명명명    주소주소주소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케이시 아동센터ー 오오아자 세키네 531－1 35－2113 

크보다 아동센터ー 크보다마치 크보다 424 37－5272 

카미고우아동센터ー 오아자타케이 2588－304 28－8424 

 

 

６６６６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보육보육보육보육    
 

방과후、가정에서 보살피지 못하는 초등학교 1 년생부터 3 년생까지의 아동 

의 건전육성을 위해 놀이나 지도훈련을 하는 시설입니다。（4 년생이상의 

보육가능한 시설도 있읍니다。대부분의 초등학교 근처에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으므로、문의해 주세요。 

문의처：요네자와 시청 어린이과 전화 22－5111（代） 

 

 

７７７７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키우기키우기키우기키우기    지원사업지원사업지원사업지원사업    

    
요네자와시요네자와시요네자와시요네자와시    훼밀리훼밀리훼밀리훼밀리ーーーー사포토사포토사포토사포토    센터센터센터센터ーーーー    

 육아일을 도우고 싶은분과 도움을 받고 싶은분이 서로 회원이 되어 

협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1)(1)(1)(1)    이럴이럴이럴이럴    경우경우경우경우    

 ・ 어린이가 열이나고、유치원에서 마중을 원하는 연락이 왔으나 일하는 

중이라서 마중하지 못하는 경우。 

 ・영유아를 데리고 가기 어려운곳（참관일、병원、기타） 

등일때 상담해 주세요。 

 

(2)(2)(2)(2)    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    

 원조를 받은후、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오전 7:00～오후 7:00 까지   1 시간 600 엔 

 그외 일요일・축제일       1 시간 800 엔 

 ・그외 식비・교통비등 실비에 관해서는 사전상담시 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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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요네자와시훼밀리ー・사포토 ・센터ー사무국 （푸치하우스 2 층 ）에、전화한 

후에、인감・얼굴사진 （약２.７×２.４） 2 장을 가져와 주세요。 

 

    

(4)(4)(4)(4)    접수접수접수접수    시간시간시간시간    

  월요일 부터 금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토요일・일요일・축제일・년말년시、휴업입니다。） 

 

 문의처・신청하는곳 

 요네자와시 훼밀리ー・사포토・센터ー 

 요네자와시 토크마치 1- 38-1 푸치하우스내（2 층）  

 전화（FAX）：24－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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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Ⅶ    교육교육교육교육    
 

일본의교육제도는、초등학교 6 년、중학교 3 년、고등학교 3 년、대학 4 년

으로돼 있읍니다。학년은 4 월에 시작하고、다음해 3 월에 끝납니다。 

 학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읍니다。 

또、초등학교 입학하기전의 유아를 위해 교육시설로 유치원이 있읍니다。 

  

 

１１１１    유치원유치원유치원유치원    
유치원은、만 3 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시설입니다。 

1 일 4 시간 정도의 보육시간이 보통이지만、연장보육등을 실시하는 곳도 

있읍니다。 

어린이의 마중은、유치원 버스를 운행하는 곳이 많고、또、1 년부터 

4 년의 보육기간을 선택합니다。 

  요네자와시의 유치원은 전부 사립이고、각각의 유치원의 특색있는 

교육을하고 있읍니다。유치원에 들어가기를 희망할 때는、직접 유치원에 

신청해 주세요。 

 

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    주소주소주소주소    전화전화전화전화    

요네자와츄으오으유치원   츄으오으 7－5－70－5 23－2569 

요네자와세이브 유치원  고뵤으 21－6010 

마이즈르       유치원 마르노으치 1－1－47 23－1489 

흐지           유치원 시모하나자와 3－4－30 21－0212 

요네자와       유치원 츄으오으 3－6－45 23－2134 

토으브         유치원 에키마에 4－2－51 23－1018 

히로이사토     유치원 
로크고우마치 

니시흐지이즈미 71－12 
37－5362 

카시노미       유치원 죠으남 5－1－1 21－0205 

히바리가 오카  유치원 다이지미사와 26090 22－7541 

토츠카야마     유치원 오오아자카미니이다 2008 37－2419 

크노리         유치원 몬토으마치 1－1－18 23－9261 

 



 49 

２２２２    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중학교중학교중학교    
일본사람은、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외국인의 경우는、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일본인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읍니다。요네자와시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는 전부 시립입니다。또、주거지에 따라서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지정됩니다。 또、공립학교는、교과서、수업료는 무료 

입니다만、급식비나 기타 회비등이 있읍니다。 

 

 상담・문의처：요네자와시 교육위원회 전화 22－5111(代) 

 

 

 

３３３３    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일본에는、 대부분의 사람은 고등학 

교에 입학 합니다。대부분 입학시험이 있고、수업료도 자기부담 입니다。 

요네자와 시내에는 공립과 사립、보통고등학교와 전문고등학교가 

있읍니다。기간은 통상 3 년간 입니다。  

외국인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 

포함）、외국에서 학교교육에 해당하는 ９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문의처：야마가타켐 교육청 고등교육과 

      야마가타시 마츠나미 2－8－1  전화 023－630-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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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ⅧⅧ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    
 

１１１１    생활보호생활보호생활보호생활보호    
생활보호는 자기의 수입이나 자산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위해、최저 생활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의・상담： 요네자와시사회복지과  전화 22-5111（대） 

 

 

２２２２    고령자복지고령자복지고령자복지고령자복지    
고령자나、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건강상의 불안이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여러가지 걱정거리가 있읍니다。 또、병구완하는 가족여러분도 

고령자를 대하는 방법이나、병구완 방법등의 불안이나 걱정거리가 

있읍니다。 

요네자와시에서는、고령자의심신 상태별로 자립지원、병구완예방、병구완 

서비스등의 여러가지 사업이나 서비스를、상담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문의・상담： 요네자와시 고령 복지과 전화 22-5111（대） 

  

 

３３３３    신체신체신체신체・・・・지적장애자지적장애자지적장애자지적장애자    복지복지복지복지    
신체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사람은、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등은 

빨리 의사와 상담해서、장애자 인정을 받고 장애자수첩을 교부받는 것이 

좋읍니다。또、장애종류나 부위등은 정도에 따라서 각종서ー비스나 수당의 

받거나、시설의 이용등이 가능합니다。 

  문의・상담： 요네자와시 사회복지과 전화 22-5111（대） 

 

 

４４４４    병구완병구완병구완병구완    보험제도보험제도보험제도보험제도    
병구완 보험제도는、노후 최대 불안요인인 병구완을 사회전체가 지탱해 

가면서、이용자의 희망에 따른 종합적인 병구완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있는 제도입니다。 

 

（（（（１１１１））））병구완병구완병구완병구완    보험가입자보험가입자보험가입자보험가입자    

65 세 이상의 분 또는 40 세 이상 65 세 미만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분으로、외국인 등록을 하고、취업등을 목적으로 1 년이상 체재하고 

있는분。 

 

（（（（２２２２））））병구완병구완병구완병구완    보험으로보험으로보험으로보험으로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받을수받을수받을수받을수    있는분있는분있는분있는분    

（a）65 세이상의 분으로 

・ 병들어 누어있고、치매등으로 목욕、배설、식사등의 일상생활에 늘 

병구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분 

・집안일이나 몸치장등의 일상생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분 

（ｂ）40 세이상 65 세미만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분으로 

 ・ 초로기에 있어서 치매、뇌혈관장애등、노화에 따른 병으로 병구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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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３３３））））병구완병구완병구완병구완    보험보험보험보험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받기위한받기위한받기위한받기위한    수속수속수속수속    

병구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병들어 누워 있거나 치매로 인해 지원 

또는 병구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필요가 있읍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시에 병구완인정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４４４４））））병구완병구완병구완병구완    보험으로보험으로보험으로보험으로    받을받을받을받을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홈 헬프 서비스、데이 서비스、자택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나  

시설이용이 가능한 시설서비스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 상담해주세요。 

 

（（（（５５５５））））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    

병구완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이용자는 총비용의 1 할을 부담하게 

됩니다。 

 

（（（（６６６６））））병구완병구완병구완병구완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a）65 세이상의 경우  

소득에 의해서 시가 보험료를 7 단계로 정했읍니다。지불방법에 관해서、 

노령・퇴직・유족・장애연금이 월액 1 만 5 천엔（년금액 18 만엔）이상의분은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그 이상의 분은 시에서 납입통지서를 발부되오니、개별적으로 

납부통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b）40 세이상 65 세미만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의료보험의 산정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설정합니다。 

지불방법은、의료보험료와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문의・상담：요네자와시 고령복지과 전화 22－5111(대) 

       （보험료에 관해서는 국보연금과） 

 

 

    

    

    

    

    

    

    

    

    

    



 52 

ⅨⅨⅨⅨ    기타기타기타기타    정보정보정보정보    
 

１１１１    학습학습학습학습    
 

(1)(1)(1)(1) 일본어일본어일본어일본어    학습학습학습학습    

요네자와 시내에는、아래와 같이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일본어 교실이 

있읍니다。 

 

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서클 요네자와 

（Ｇ.Ｃ.Ｃ.Ｙ） 

스즈키 히로미 

전화 38－3576 

연간 3 기 

(1 기：5 월～7 월、 

2 기：9 월～11 월  

3 기：1 월～3 월） 

일시：매주화요일 19:30～21:00 

장소：남부 커뮤니티센터    

    전화 24－2011 

회비：1 기 1,000 엔 

보란테아서클 

ＧＡＥＡ（가이야） 

사토으 유키 

전화 28－1527 

19:00 이후 

일시：매주수요일 19:00～21:00 

장소：남부 커뮤니티센터   

    전화 24－2011 

회비：1 기 500 엔 

에키마에 사롱 히구치 치아키 

요네자와에키마에 

상점가 진흥조합 

23－4534 

일시：매주월요일 16:00～18:00 

매주수요일 16:00～18:00   

장소：요네자와역 2 층 

다목적 홀   

회비：1 개월 1,000 엔 

히노데쵸오 일본어교실 가네코 사토시 

휴대전화 

080-3320-3694 

1 회 레슨 2 시간 2,000 엔 

 

 

    

    

    

２２２２    요네자와요네자와요네자와요네자와    요으잔요으잔요으잔요으잔    대학교대학교대학교대학교    
   오키타마 종합 문화센터나 커뮤니티 센터등 공공시설에서、시민 

여러분을 대상으로、취미강좌를 비롯해 여러가지 행사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개최예정의 강좌등은、각 가정에 배포되는 요으잔대학 

가이드북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읍니다。 

   문의：요네자와시 교육위원회 사회교육과 전화 21－6111(대)  

       또는 각 커뮤니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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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３３３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    
시립요네자와 도서관은、오키타마 종합문화센터 1 층에 있읍니다。 

개관일、폐관시간은、다음과 같읍니다。 

  화요일～금요일 9：30～20:00（11 월～3 월은 19:00 까지） 

  토・일요일・축제일 9：30～17:00 

휴관일은 다음과 같읍니다.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축제일이면 휴관, 그 다음날도 휴관） 

  년말년시, 특별장서 점검기간. 

  대출 도서 수량은 1 인당 10 권까지, 대출 기간은 2 주간 입니다. 

  대출 비디오・DVD 수는 1 인당 3 개까지, 대출 기간는 7 일간 입니다. 

  대출 받을 때는｢도서관카드｣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증명서・보험증 등)것을 가지고 도서관 

  접수처에 신청 해 주십시오. 

 

문의처：요네자와도서관  전화 21－6111 

      요네자와시 카나이케 3－1－14 오카타마 종합문화센터 4 층  

 

  매주월요일（월요일이 축제일이면 휴관、그다음날도 휴관） 

  연말연시、특별 장서점검 기간 

대출 도서수량은 1 인당 5 권까지이며、대출기간은 2 주간입니다。 

대출 비디오 수량은 1 인당 3 개까지、대출기간은 4 일간입니다。 

대출받을때는、「도서관 카드」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외국인등록증명서、보험증등）을 가져가、 

도서관 접수처에 신청해 주세요。 

 

 문의：요네자와 도서관 전화 21－6111 

      요네자와시 카나이케 3－1－14 오키타마 종합문화센터 1 층  

  

４４４４    시청각센터시청각센터시청각센터시청각센터    

시청각센터에서는、기재・교재를 대출하고 있읍니다。빌리는 경우、 

전화로 사전에 예약하던가、직접 시청각센터에 가서 신청해주세요。 

신청：시청각센터  전화 21－6111 

       요네자와시 카나이케 3－1－14 오키타마 

종합문화센터 4 층  

    ・월요일～금요일 8:30～17:15 

       ・대출기간 4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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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５５５    시내에시내에시내에시내에    있는있는있는있는    국제국제국제국제    교류단체교류단체교류단체교류단체    
단단단단    체체체체    명명명명     연연연연    락락락락    처처처처     활활활활        동동동동        내내내내        용용용용     

아-스넷트워크요네자와  니로미야가즈요시（사무국）  
TEL 37-4185 

야마가타대학공학부유학생과 

외국인연수생과교류하므로,학생의나

라를 이해하는것을 중심으로활동  

글로벌커뮤니케션서-클 

요네자와（ＧＣＣＹ）  
스즈키 히로미（사무국）  
TEL 38-3576 일본어교실 기타 . 

국제소로프치미스토요네자와  ※매년 담당자 변경 있음  
유니세프의 협력및 자선콘서-트 

다과회를 실시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있음  

니ー하오 ・콘니치와（하）회  카나야마토모미  
TEL 21-5699 

일본어교실개최。또、교류회등에서 

일본문화이해를 도모하고 있음。  

일불교류회 파자파  테츠카 나오미  
TEL 23-0734 

프랑스어교실이나 

프랑스어콩쿠르、기타 각종 

이벤트개최。                                                

봉사활동서ー클 GAEA 
사토으 유키（사무국）  
TEL 

28-1527※19:00～21:00 
일본어교실개최등  

요네자와시 일중우호협회  
야마가타신문오키타마총지사내  
TEL 23-3222 
FAX 26-2009 

・중국귀국자、배우자、야마가타대학 

공학부유학생、시내기업연수생과의 

교류회실시。기타 방중단을 

기획하고、 일중상호친선 ・이해를 

추진하고 있음  

요네자와 일불협회  츠츠미 아오리（사무국）  
TEL&FAX 23-2407 

프랑스 음악가등의 공연및 

프랑스어교실운영。  

요네자와 자원봉사 

관광통역안내회  
YFoot 

tatsuta@ms3.omn.ne.jp 
(주)요네자와관광물산협회내 

TEL 21-6226 

자원봉사 관광통역 안내그룹。  
현재는 영어뿐임。독자관광도 기획。  

요네자와 ・ 모 ー 제스레이크 

우호친선협회  
요네자와신문사내  
TEL 22-4411 

자매도시교류지원、교환유학생사업의 

조성등  

요네자와유ー스인 

아크션  
마나카 미키（대표）  
TEL 23-0271 

초등학생부터고등학생까지의어린이들

이、 공부를위해 자력으로 

미국콜로라도주에 

가기위해、바자외등을실시하고 

있음。  

요네자와시 국제교류협회 

（와이라）  

요네자와 시청내  
TEL 22-5111 faX 24-4540 
yira@omn.ne.jp 
http://www.omn.ne.jp/~yira 

화보발행,교류회,재주외국인지원,통역

등 

자원봉사등록등 폭넓은 

국제교류활동을 하고있음  

요네자와시 

세키지구 일중우호협회  
오카자키 가츠토시（대표）  
TEL 38-2449・4156 

세키지구는중국길림성홍춘시삼가자만

족향지구와 

우호지구맹약결연、교류를 

깊게하고있음  
 

에키마에 사롱 

 

 

히그치 치아키 

요네자와에키마에 상점가 

진흥조합 23－4531 
일본어교실 개최 등 

히노데쵸오 일본어교실 

요네코 사토시 

휴대전화 080-3320-
－

3694 일본어교실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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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６６６    공공시설공공시설공공시설공공시설    
시시시시        설설설설        명명명명    주주주주        소소소소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요네자와 시청 카나이케５－２－２５ ２２－５１１１ 

스코야카센터 니시오오도오리１－５－６０ ２４－８１８１ 

오키타마종합지청 카나이케７－１－５０ ２６－６０００ 

요네자와합동청사（하로와아크） 카나이케３－１－５０ ２２－８１５５  

오키타마보건소 카나이케３－１－２６ ２２－３０００ 

요네자와세무서 몬토오마치１－１－９ ２２－６３２０ 

법무국요네자와지국 카나이케３－１－１４ ２２－２１４８ 

아크티이요네자와 니시오오도오리１－５－５ ２１－５６５５ 

오키타마종합문화센터（도서관） 카나이케３－１－１４ ２１－６１１１ 

 

서부 커뮤니티센터 나오에쵸으５－９ ２２－５７５８ 

남부     〃 혼쵸으２－４－２８ ２４－２０１１ 

동부     〃 하나자와쵸으１-２-３８-６ ３７－８０２５ 

아타고    〃 흐르시다마치７６－３ ３８－２８７７ 

반세이    〃 하치만바라５－４１４９－９ ２８－５３８１ 

히로하타   〃 히로하타마치카미코사케 

１３９４－７ 

３７－５２７６ 

로크고우   〃 로크호으마치히토츠으르시６８－２ ３８－５２７８ 

시오이     〃    시오이마치 시오노２０６８－１ ２２－５３８０ 

크보타    〃 크보타마치 크보타５９８－２ ３７－５０４４ 

미사와    〃 오노가놔쵸으 ２６４３－１ ３２－２００５ 

타자와    〃 오오아자 크치 타자와２３７５-１ ３１－２１１１ 

야나카미   〃 오오아자 세키네４８０ ３５－２１１０ 

카미고으   〃 오오아자 카와이３８６９ ２８－３４０１ 

미나미하라  〃 오오아자미나미하라이나롸시로마치 

２９１０－２ 

３８－２３０１ 

시민문화회관 츠으오으１－１０－２ ２３－８５１０ 

좌의 문화전승관 마르노으치１－３－４８ ２３－８００９ 

시민갤러리-드림 츠으오으１－９－２０ ２２－６４００ 

덴코크노모리 

（우에스기박물관 ・  

오키타마문화홀）  

마르노으치１－２－１ ２６－８０００ 

 

아동회관 마르노으치１－３－４７ ２３－０１６１ 

시영체육관・무도관 카나이케３－１－６２ ２３－０６６４ 

시영수영장 토크마치３３３ ２４－５８３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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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７７７    요네자와시요네자와시요네자와시요네자와시    개요개요개요개요    
 

요네자와시는 일본의 동북、야마가타겜 최남부에 위치하고、시가지는 

해발２４０～２６０ｍ、동쪽은 오우우산맥(奥 )、남쪽은 아즈마 연봉(  

)、서쪽은 이이데 연봉( )과 2 천미터 이상의 산들에 둘러쌓인 분지 

입니다。 

면적은５４８．７４Ｋ㎡나있어 넓고、남북은２８．２㎞、동서는 ３２．１㎞ 

입니다。기후는 분지의 전형적인、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눈이 많이 내리 

고、사계절의 변화가 뚜렸해、계절마다의 정취가 피부로 느낄수 있읍니다。 

 

 인구는 약９２，０００인、그 중에 대학생이４，０００인(국립 야마가타 

대학 공학부，켐립 요네자와 여자 단기대학)으로 많아、교육의 도시・학생 의 

도시이며 한편으로는、일본제 1 호의 인더스트리얼파ー크「하치만바라 

중핵공업단지」를 거느리고、전통산업인 요네자와 직물을 합쳐서 켐내 

제일의 공업출하액이 있는、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또 으에스기님의 

치정 272 년의 성곽도시로서、많은 사적과 전통이 숨쉬는 역사의도시 이기도 

합니다。  

 

 

（（（（１１１１））））요네자와의요네자와의요네자와의요네자와의    맛맛맛맛    

 

요네자와 맛의 ＡＢＣ 

Ａ Apple 타테야마사과   타테야마지역에는、메이지시대부터 사과재배가 

번성했읍니다。 

                양질의물과토양이、열매가 튼튼하고 향이 좋은 

사과를 만듭니다。 

 

Ｂ Beef  요네자와소고기  요네자와소고기의 차돌박이는、녹는듯한 

부드러움과 짙은풍미가 절품인소고기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Ｃ Carp  요네자와잉어   요네자와를 다스린 으에스기 요으잔이、 

동물성단백질이 모자란 지방인 요네자와에 、 

소우마( )에서 잉어의치어를 들여와 요네 

자와에서 사육했던 것이 처음입니다 。아즈마 

산록을 수원으로하는 마츠가와 청류에 키워 

져、살이 단단하고 흙냄새가 나지 않읍니다。 

 

 

기타 대표적인 맛 

요네자와라면、이모니(토란국)、으코기(오갈피나무)、체리、시오비키스시(

초밥)、히야시르(차거운 국)、츠케모노(야채절임)、유키지사케(요네자와 

술)、요네자와 소바(메밀국수)등등 요네자와에는 자연의 혜택을 받아 맛있는 

먹거리가 많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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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２２））））요네자와의요네자와의요네자와의요네자와의    자연자연자연자연        

온천（요네자와 여덟개의 온천） 

오노가와 온천、시라브 온천、신타카유 온천、으바유 온천、나메가와 온천 

나메가와온천、유노사와 온천、고시키 온천、오오타이라 온천 

 

 

스키장 

텐켐다이코우켐 스키장、요네자와 스키장、크리코 스노ー파ー크、 오노가와 

스키장 

 

 

산악 

니시아즈마 산은 일본 백명산의 하나인데、사계절마다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읍니다。츄으흐크 덴켐다이고원은、겨울은 스키장으로、봄 여름、가을은 

여러가지 여러가지의 고산식물을 보고 즐길수 있읍니다。  

 

 

（（（（３３３３））））요네자와요네자와요네자와요네자와    사적사적사적사적 

으에스기진자、사사노관놈、흐몽인、구요네자와고등공업학교、덴코쿠노 

모리、우에스기가 사당등 성곽도시로서、역사적 낭만이 흐르는 거리풍경이 

나 옛시대의 풍경을 새긴 문화재가 있읍니다。 

 

 

（（（（４４４４））））요네자와요네자와요네자와요네자와    전통문화전통문화전통문화전통문화    

요네자와직물（요네오리）、사가라닌교으(인형)、사사노잇토으보리 

(조각품)등    

 

 

（（（（５５５５））））요요요요네자와를네자와를네자와를네자와를    빛낸빛낸빛낸빛낸    위인위인위인위인    

미나가와 므츠오、흐크오으지 호으림、와가츠마 사카에、이토으 

츄으타、타카하시 사토미、으에스기 요으잔、다테 마사므네등 

 

 

 

자세한것은、관광팜프렛트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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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８８８    년호년호년호년호    조견표조견표조견표조견표    
 

 

 

년호년호년호년호    서기서기서기서기    년호년호년호년호    서기서기서기서기    년호년호년호년호    서기서기서기서기    

타이쇼오 4 년 1915 년 쇼오와 22 년 1947 년 쇼오와 54 년 1979 년 

타이쇼 5 년 1916 년 쇼오와 23 년 1948 년 쇼오와 55 년 1980 년 

타이쇼 6 년 1917 년 쇼오와 24 년 1949 년 쇼오와 56 년 1981 년 

타이쇼 7 년 1918 년 쇼오와 25 년 1950 년 쇼오와 57 년 1982 년 

타이쇼 8 년 1919 년 쇼오와 26 년 1951 년 쇼오와 58 년 1983 년 

타이쇼 9 년 1920 년 쇼오와 27 년 1952 년 쇼오와 59 년 1984 년 

타이쇼 10 년 1921 년 쇼오와 28 년 1953 년 쇼오와 60 년 1985 년 

타이쇼 11 년 1922 녀 쇼오와 29 년 1954 년 쇼오와 61 년 1986 년 

타이쇼 12 년 1923 년 쇼오와 30 년 1955 년 쇼오와 62 년 1987 년 

타이쇼 13 년 1924 년 쇼오와 31 년 1956 년 쇼오와 63 년 1988 년 

타이쇼 14 년 1925 년 쇼오와 32 년 1957 년 헤에세 원년 1989 년 

쇼오와 년 1926 년 쇼오와 33 년 1958 년 헤에세 2 년 1990 년 

쇼오와 2 년 1927 년 쇼오와 34 년 1959 년 헤에세 3 년 1991 년 

쇼오와 3 년 1928 년 쇼오와 35 년 1960 년 헤에세 4 년 1992 년 

쇼오와 4 년 1929 년 쇼오와 36 년 1961 년 헤에세 5 년 1993 년 

쇼오와 5 년 1930 년 쇼오와 37 년 1962 년 헤에세 6 년 1994 년 

쇼오와 6 년 1931 년 쇼오와 38 년 1963 년 헤에세 7 년 1995 년 

쇼오와 7 년 1932 년 쇼오와 39 년 1964 년 헤에세 8 년 1996 년 

쇼오와 8 년 1933 년 쇼오와 40 년 1965 년 헤에세 9 년 1997 년 

쇼오와 9 년 1934 년 쇼오와 41 년 1966 년 헤에세 10 년 1998 년 

쇼오와 10 년 1935 년 쇼오와 42 년 1967 년 헤에세 11 년 1999 년 

쇼오와 11 년 1936 년 쇼오와 43 년 1968 년 헤에세 12 년 2000 년 

쇼오와 12 년 1937 년 쇼오와 44 년 1969 년 헤에세 13 년 2001 년 

쇼오와 13 년 1938 년 쇼오와 45 년 1970 년 헤에세 14 년 2002 년 

쇼오와 14 년 1939 년 쇼오와 46 년 1971 년 헤에세 15 년 2003 년 

쇼오와 15 년 1940 년 쇼오와 47 년 1972 년 헤에세 16 년 2004 년 

쇼오와 16 년 1941 년 쇼오와 48 년 1973 년 헤에세 17 년 2005 년 

쇼오와 17 년 1942 년 쇼오와 49 년 1974 년 헤에세 18 년 2006 년 

쇼오와 18 년 1943 년 쇼오와 50 년 1975 년 헤에세 19 년 2007 년 

쇼오와 19 년 1944 년 쇼오와 51 년 1976 년 헤에세 20 년 2008 년 

쇼오와 20 년 1945 년 쇼오와 52 년 1977 년 헤에세 21 년 2009 년 

쇼오와 21 년 1946 년 쇼오와 53 년 1978 년 헤에세 22 년 2010 년 



 59 

    

    

    

    

    

    

    

    

    

    

    

    

    

    

    

    

    

    

    

    

    

    

    

    

    

    

요네자와요네자와요네자와요네자와    생활가이드생활가이드생활가이드생활가이드    

    
2010 년 2 월    발행    

발    행 요네자와시국제교류협회 

〒992－8501 요네자와시 카나이케 5-2-25  

전화 0238-22-5111 팩스 0238-24-4540 

이메일  yira@omn.ne.jp 

홈페이지 http://www.omn.ne.jp/~yi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