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가네의 편리한 생활 길잡이 
 

한국어판 “도가네의 편리한 생활 길잡이”  

 
 

 

 

이 책자는 도가네시가 발행하는 「도가네의 편리한 생활 길잡이 2017」의 한국어판입니다. 

（번역 협력：조사이국제대학） 

 

 

※게재 내용은 2017 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게재 정보는 발행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도가네시 비서홍보과 홍보소통계 

〠283-8511 지바현 도가네시 히가시이와사키 1-1 

전화번호 0475（50）1114/e메일: koho@city.togabe.lg.jp 
 



暮らしの便利帳 東金 2017 P02-03 市のプロフィール 

市のプロフィール  도가네시 소개 

人・自然 ときめき交感都市 東金 

九十九里地域の中核都市 

東金市は、東京都心まで約 50km、千葉県のほぼ中央部

に位置しています。人口は約 6万人で温暖な気候に恵ま

れ、平野部は良質な田園が広がり、丘陵地は山武杉の森

林に覆われています。 

古くは江戸時代、徳川家康の鷹狩りのために「御成街

道」が造られたことにより、この地に宿場町と近隣の農

産物が集まる問屋街とが形成されました。以降、東金は

物流の集散地としてにぎわうようになり、九十九里地域

の中核都市として発展しました。現在では、国道 126号

と千葉東金道路、首都圏中央連絡自動車道（圏央道）を

つなぐ交通の要衝となっています。 

 

 
사람・자연   설렘이 교감하는 도시 도가네 

구주쿠리지역의 중핵도시 

도가네시는 도쿄 도심까지 약 50km, 지바현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는 약 6 만 

명으로 온난한 기후에 평야부는 양질의 전원지대 

가 펼쳐져 있으며, 구릉지는 산부삼나무 삼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래 전 에도시대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매사냥을 위한 ‘행차 거리’가 조성됨으로 인해 이 

지역에 역참 마을과 근린지역의 농산물이 모이는 

도매상 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도가네는 

물류집산지로 번성하게 되고, 구주쿠리 지역의 중 

핵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현재는, 국도 126 호와 

지바도가네도로, 수도권중앙연결자동차도(겐오도) 

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市章 

 

■市の木 

ラカンマキ（昭和 45（1970）年 11月指定） 

 

■市の花 

ソメイヨシノ（昭和 59（1984）年 4 月指定） 

 

■市のデータ 

位置（市役所） 

東経 140°21’58” 

北緯 35°33’36” 

海抜 8.1ｍ 

 ■도가네시 상징마크 

 

 

 

 

 

 

■시목 

나한송 (소화 45(1970)년 11 월 지정) 

 

 

 

 

 

 

 

■시화 

왕벚나무 (소화 59(1984)년 4 월 지정) 

 

 

 

 

 

 

 

■기본현황 

위치（시청） 

동경 140°21’58” 

북위 35°33’36” 

해발 8.1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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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積 89.12km2 

人口 59,671人（平成 29（2017）年 4月 1日現在） 

姉妹都市 フランス リュエイユ・マルメゾン市（平成

2（1990）年 11 月締結） 

友好都市 長野県安曇野市（平成 27年 4 月締結） 

 

■東金市マスコットキャラクター 

とっちー 

 

 

면적 89.12 km2 

인구 59,671 人（2017년 4월 1일 현재） 

자매도시 프랑스 루에일 말메종 

（1990년 11월 체결） 

우호도시 나가노현 아즈미노시(1990 년 4 월 체결) 

 

■도가네시 마스코트 캐릭터 

돗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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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千葉メディカルセンタ

ー 

 
히가시지바 메디컬센터 

―地域医療の中核病院として地域住民の信頼

を得るよう努めます― 

 

東千葉メディカルセンター 

☎0475-50-1199 FAX0475-50-1356 

HP http://www.tkmedhical.jp/ 

 

 ―지역의료의 중핵 병원으로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히가시지바 메디컬센터 

☎0475-50-1199 FAX0475-50-1356 

HP http://www.tkmedhical.jp/ 

診療体制 

■診療科一覧（20診療科） 

総合診療科、消化器内科、神経内科、呼吸器内

科、循環器内科、代謝・内分泌内科、小児科、

外科、心臓血管外科、整形外科、脳神経外科、

形成外科、皮膚科、産婦人科、リハビリテーシ

ョン科、放射線科、麻酔科、精神科、歯科口腔

外科、救急科 

※リハビリテーション科、放射線科、麻酔科、精

神科、救急科は外来診療を行いません。 

 

■診療日 

 月～金曜日（休祝日、年末年始 12 月 29 日～1

月 3日は休診） 

 

■診療時間 

 受付：午前 8 時 30 分～11 時 30 分（診療開始：

午前 9時～） 

※ 午後の受付（一部診療科）、小児科時間外外来

について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病床数 

245床（一般病床 183 床・地域包括ケア病床 42 床・

ICU 10床・HCU10 床） 

 
진료 체재 

■진료과 일람(20 진료과) 

종합진료과, 소화기내과, 신경내과, 호흡기내가, 순환기 

내과, 대사 ・내분비내과, 소아과, 외과, 심장혈관과, 

정형외과, 뇌신경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방사선과, 마취과, 정신과, 치과구강외과, 

구급과 

 

※재활의학과, 방사선과, 마취과, 정신과, 구급과는 

외래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진료일 

월～금요일（공휴일, 연말연시12월29일～1월3일은 휴진） 

 

 

■진료시간 

접수：오전 8 시 30 분～11시 30 분（진료시작：오전 9 시～） 

※오후 접수(일부 진료과), 소아과 시간 외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수 

245 병상（일반병상 183 병상・지역포괄 케어병상 42 병상・

ICU 10 병상・HCU 10 병상） 

 

 

受診方法 

■初診の場合 

 総合受付で診療科受診の申し込みをしてくださ

い。  

 診療所等からの紹介状がない場合でも受診でき

ます（循環器内科を除く）。  

※紹介状をお持ちの場合は初診においても電話で

予約ができます。（☎0475-50-1333） 

※紹介状をお持ちでない場合は初診時選定療養費

を負担いただいています。 

 

 
진찰받는 방법  

■초진일 경우 

 종합접수처에서 진료 받고자 하는 진료과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 등의 소개장이 없는 경우에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순환기내과 제외). 

※소개장이 있으면 초진일 경우에도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0475-50-1333） 

※소개장이 없는 경우는 초진 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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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診の場合 

 診療を円滑に行うため、再診の方は原則として

予約制です。予約なしの再診の場合は、総合受付

で再診の申し込みをしてください。  

 

■재진일 경우 

 원활한 진료를 위해 재진료를 받으시는 분은 예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재진료를 받으실 

경우 종합접수처에서 재진료 신청을 해주십시오. 

アクセス交通 

■車を利用 

千葉東金道路・東金インター入口から約 5 分 

 

■電車を利用 

JR 東金駅よりバス・タクシー約 15 分、JR 大網駅

より・タクシー約 10分 

 

■バスを利用 

JR 東金駅より約 15 分、JR大網駅より約 12分、九

十九里片貝駅より約 34分、サンライズ九十九里よ

り約 20分、JR千葉駅より約 34 分、JR東京駅より

約 58 分 

各路線バス停時刻表については、東千葉メディカ

ルセンターホームページに掲載しています。 

 

 
교통안내 

■자가용 이용 

지바 도가네도로・도가네 인터체인지 입구에서 약 5 분 

 

■전철 이용 

JR 도가네역에서 버스・택시로 약 15 분、JR 오아미역에서 

버스・택시로 약 10 분 

 

■버스 이용 

JR 도가네역에서 약 15 분、JR 오아미역에서 약 12 분、구주 

쿠리 가타가이역에서 약 34 분, 선라이즈 구주쿠리에서 

약 20 분、JR 지바역에서 약 34 분, JR 도쿄역에서 약 58 분 

각 노선버스 정차 시각은 히가시지바 메디컬센터 홈페이지 

에 게재돠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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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交流拠点施設 

みのりの郷 東金 
 산업교류 거점시설 

미노리노사토 도가네 

ひと・もの・情報が行き交う、リフレッシュ空間！ 

所在地 東金市田間 1300-3 電話 53-3615 

HP http://minorinosato-togane.com/ 

営業時間 9:00～18:00（年中無休〈1 月 1 日～ 3 日

を除く〉） 

 

ウレシイ・オイシイ・タノシイがいっぱい！ 

道の駅みのりの郷東金は、東金市の新鮮な農産物や特

産品の直売、植木の販売のほ 

か、地元の新鮮な食材を使ったレストラン、イベント

広場などを備えた産業交流拠植木の販売のほ 

か、地元の新鮮な食材を使ったレストラン、イベント

広場などを備えた産業交流拠点 

施設です。12月中旬から GW までの期間中は「いちご狩

り」が大人気です。 

 

■イベントなど 

道の駅みのりの郷東金では、四季を通じてさまざまな体

験イベントが催されています。中でも人気の体験イベン

トは、毎年恒例となっている東金市植木組合青年部の皆

さんの指導による「ミニ門松づくり教室」。その他、「ミ

ニ盆栽づくり教室」や「苔玉づくり教室」、「寄せ植え教

室」など、プロによる指導を受けながら、手作り体験が

楽しめます。また、週末にはライブ演奏やダンスのステ

ージが行われます。 

 

 
사람・ 물건・정보가 오가는 휴식 공간！ 

소재지 도가네시 다마 1300-3 전화 53-3615 

HP http://minorinosato-togane.com/ 

영업시간 9:00～18:00 

（연중무휴〈1 월 1 일～3일 제외〉） 

 

신나고・ 맛있고・ 즐거움이 가득한！ 

 미치노에키 미노리노사토 도가네는, 도가네시의 

신선한 농산물과 특산품 직매, 정원수 판매 

이외에도, 지역의 신선한 식재를 사용한 레스토랑, 

이벤트 광장 등을 갖춘 산업물류의 거점 

시설입니다. 12 월 중순부터 GW 까지의 기간 

중에는‘딸기 따기’가 인기가 있습니다. 

 

 

 

■ 이벤트  

미치노에키 미노리노사토 도가네는, 사계절을 

통한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매년 열리는 

도가네시 나무심기조합청년부가 지도하는 「미니 

소나무 장식 만들기 교실」. 그 이외, 「미니 분재 

만들기 교실」「이끼구슬 만들기 교실」「다양한 

식물 심기 교실」등, 프로의 지도를 받으면서 

직접 만드는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라이브 연주와 댄스 무대가 열립니다. 

 

■東金マルシェ（直売品・お土産） 

東金市近郊の朝採れ野菜に旬の果物、そして手づくりの

加工品、今一番おいしく召し上がれるものばかりをてん

こ盛りに取り揃えました。 

春には山菜類、夏にはプラムやぶどう、秋には新米、冬

にはいちご。どれも生産者の顔が見える安心・安全な農

産物です。東金の季節の味を存分に楽しめます。 

また、地元の旬の農産物を使った手作りジェラート「と

っちージェラ」も人気です。ひんやりと、素材の味わい

をお楽しみください。 

 

 

 

 

 ■도가네 마르쉐（직매품・선물） 

도가네 근교에서 아침 일찍 수확한 야채와 

제철과일, 그리고 수제 가공품을 이용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갖추었습니 

다.  

봄에는 산채류, 여름에는 자두와 포도, 가을에는 

햅쌀, 겨울에는 딸기. 모두 생산자의 얼굴이 

보이는 안심・안전한 농산물입니다. 도가네의 계절의 

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지역의 제철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수제 

아이스크림「돗치 제라」도 인기가 있습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의 맛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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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緑花木市場（植木） 

「植木のまち東金」にある千葉県下最大級の売り場面

積が自慢です。植栽・盆栽・小鉢花・見本庭園などがあ

ります。 

植木は東金伝統の地場産業。東金市の木「マキ」を中

心とした樹木は、世界各国に輸出されるほどの人気で

す。見事な枝ぶりの樹木や盆栽、色とりどりの花や鉢植

えもそろえています。定期的に盆栽展示会や山野草展な

ども開催されます。 

また、造園、草刈り、消毒などのご依頼・ご相談も承

っております。どうぞお気軽にご相談ください。 

 

 
 

■カフェ＆レストラン とっチーノ 

太陽の光がさんさんと降りそそぐ明るく開放的なレス

トランです。旬の新鮮素材をふんだんに使ったパスタが

自慢。ハマグリや黒大豆みそなどの地元特産品をアレン

ジしたメニューもあります。地元の完熟フルーツで丁寧

に仕上げた美味しいスイーツで、くつろぎの時間をお過

ごしください。 

 

 

 

■녹화목시장（정원수） 

「정원수의 고장 도가네」에 있는 녹화목시장은 

지바현 최대의 매장 면적을 자랑합니다. 식재 ・

분재・작은 주발꽃・견본정원 등이 있습니다.  

 정원수는 도가네 고유의 전통 산업. 도가네의 

시목 「나한송」을 중심으로 한 수목은, 세계 

각국에 수출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멋진 

모양의 수목과 분재, 여러가지 꽃과 화분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분재 전시회와 산야초 

전시회도 개최됩니다.  

 그리고, 조경, 풀베기, 소독 등의 의뢰와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레스토랑 돗치노 

햇빛이 밝게 비치는 개방적인 레스토랑입니다. 

신선한 제철 소재를 듬뿍 사용한 파스타가 자랑. 

대합과 검은콩 된장 등,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메뉴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난 잘 익은 과일로 

정성들여 만든 달콤한 디저트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アクセス 

千葉東金道路・東金 ICから車で約 10 分 

 

 
교통안내  

지바도가네도로・도가네 IC에서 차로 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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観光ガイド 
 

관광가이드 

観光スポット 

■八鶴湖 

 三方を東金城址につらなる山々に囲まれた八鶴湖は、

東金市のほぼ中央に位置し、周囲約 800m の湖です。 

 もともとは鉢形の盆地で、その中心に小池があり中世

末東金城廃止後、徳川家康が東金御殿を築造のとき池を

広げ、谷池また御殿池とも称しました。 

春には桜の名所として湖畔に咲き誇ります。 

 

 

 

 
관광명소  

■핫캇코 

 삼면이 도가네 성터로 이어진 산들에 둘러싸인 

핫캇코는, 도가네시 중앙에 위치한, 주위 약 800m 에 

이르는 호수입니다. 

 원래 주발 모양의 분지로, 중심에 작은 연못이 

있었다. 중세말 도가네성이 폐지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가네 저택을 축조할 때 연못을 넓혀 

야츠, 또는 고텐이케라 불렀습니다. 

봄에는 벚꽃의 명소로 호반에 벚꽃이 만발합니다. 

■雄蛇ヶ池 

 周囲約 4km、面積約 25ha で湖岸線が複雑に入り込ん

だ美しい池です。 

湖畔沿いは遊歩道が整備されており、ウォーキングや野

鳥観察などを楽しめます。 

 

 ■오자가연못  

주위 약 4km、면적 약 25ha 로 호안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아름다운 연못입니다. 

호반가에는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어, 걷기와 야조 

관찰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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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王台公園 

 東金市内を一望できる高台にあり、晴れた日には九十

九里平野まで見わたせます。春には花見の名所として、

また元旦には、初日の出を拝む人たちで賑わいます。 

 

  

 

 ■산노다이공원 

 도가네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맑은 날에는 구주쿠리 평야까지 보입니다. 

봄에는 꽃놀이 명소로, 또 설날에는 일출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東金ぶどう郷 

 県下一のスケールを誇る「東金ぶどう郷」では、秋の

シーズンになるとぶどう狩りが楽しめます。巨峰やヒム 

ロットなど 10 種類以上が栽培されています。またぶど

う棚の下でバーベキューも楽しめます。 

 
 

 ■도가네 포도마을 

 지바현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도가네 포도마을’은, 

가을 시즌이 되면 포도따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거봉과 

씨없는 포도 등 10 종류 이상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 

포도 울타리 밑에서 바베큐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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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きがね湖（東金ダム） 

 一周約 3.6 km 総貯水量 230 万㎥のダムです。「とき

がね湖」は季節の花が楽しめる遊歩道が整備されていま

す。 

 

 

 ■도키가네호 (도가네 댐) 

일주 거리 약 3.6km. 총저수량 230 만㎥의 

댐입니다. ‘도키가네호’는 계절의 꽃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切通し 

 大昔、台地に住んでいた人々は、やがて海が後退する

と平野部で生活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の平野部と

台地の往来には「切通し」と呼ばれる独特の道がつくら

れました。 

 

▲三ヶ尻熊野神社前 

 ■기리도시 

먼 옛날, 높은 지대에 살고 던 사람들은, 바다가 

밀려나고 육지가 되자, 평야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 

다. 평야부와 높은 지대를 왕래하는 ‘기리도시’라 

불리는 독특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미카지리쿠마노 신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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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間のがんがん坂  ▲日吉神社参道 

 

▲日吉神社参道を流れる権現滝 

 

 

 

 

 

 

▲다마의 강강 언덕      ▲히요시 신사 참배길 

 

▲히요시 신사 참배길을 흐르는 곤겐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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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金桜三昧 

도가네 벚꽃 삼매 

  

▲願成就寺にあるシダレザクラ      ▲本松寺にあるシダレザクラ 

간조주사에 있는 수양벚꽃        혼쇼사에 있는 수양벚꽃 

 

    
▲中央公園にあるシダレザクラ     ▲鴇ケ峰からの八鶴湖をのぞむ（昭和初期） 

 주오공원에 있는 수양벚꽃      도키가미네에서 핫카쿠호를 바라봄.（소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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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金ではいろいろな桜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 

 まっさきに花をつけるのはカンヒザクラ。新千葉カン

トリークラブの入口に並木があり、緋色の小さな花が春

の到来を告げます。 

 次に満開を迎えるのが、松之郷・願成就寺のシダレザ

クラ。山間の小さなお寺の境内が薄紅色の雲で覆われた

ように華やぎます。近くの本松寺にあるシダレザクラの

巨木も要チェックです。 

 シダレの開花から 1 週間ほど遅れて、八鶴湖や山王

台のソメイヨシノやオオシマザクラが競うように咲き

始めます。 

 八鶴湖では夜桜が必見。幻想的な弁天島のライトアッ

プもさることながら、湖畔沿いの「さくらいと」の演出

がうれしい。「花の東金」復活を願う人々の想いが灯っ

ているかのようです。 

湖畔には露店も多く、お花見気分を盛り上げてくれま

す。 

 喧騒から離れてゆっくり散策したければ、丸山公園か

ら和泉ヶ池を回り、東金文化会館前の坂を下って岩川池

に至るコースがいい。体力に余裕があれば、山王台公園

にのぼって満開の桜ごしに九十九里平野を一望してみ

ましょう。 

山田にある西行ゆかりの墨染桜も捨てがたいです。平安

歌人の伝説をまとうウバヒガンの古木は、里人の丹精に

よっていまなお薄紅色の花を咲かせています。 

 買い物帰りにお花見気分を味わいたければ、駅東口に

ある中央公園のシダレザクラがおすすめです。 

最近は写真マニアにも人気の的です。 

 年度替わりのあれこれが一段落ついて、4 月も半ばを

過ぎた頃、岩川池のほとりにあるサトザクラが艶やかに

咲き始めます。山王台に上れば、古山王神社の階段下に

ある薄黄色のウコンザクラと紅色のサトザクラがみご

となコントラストで迎えてくれるはずです。 

 さて、あなたのお気に入りの桜はどこに？ 

 

 도가네는 다양한 벚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것은 간히벚꽃. 신치바 컨트리클럽 입구의 

가로수에 핀 진홍색의 작은 꽃은 봄이 다가오는 것을 

알립니다. 

 그 다음 피는 것은 마츠노고ㆍ간조주사의 수양벚꽃입니 

다. 산 속의 조그만 절의 경내가 연홍색 구름에 뒤덮인 

듯이 화려합니다. 근처의 혼쇼사에 있는 거목의 

수양벚꽃나무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수양벚꽃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핫카쿠호와 산노다이 

의 왕벚나무와 겹벚꽃이 경쟁을 하듯이 피기 시작합니다 

 핫카쿠호는 밤 벚꽃이 볼거리. 환상적인 벤텐지마의 

라이트 업은 물론이고, 호반가의 ‘벚꽃라이트’ 의 연출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꽃의 도가네’의 부활을 바라는 

사람들이 마음의 불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반에는 노점도 많아, 꽃놀이 기분을 고조시켜 줍니다. 

 소란함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산책하고 싶으시면, 

마루야마 공원에서 이즈미가 연못을 거쳐, 도가네 문화 

회관 앞의 비탈을 내려와 이와카와 연못에 이르는 

코스가 좋습니다. 체력에 여유가 있으시면, 산노다이 

공원에 올라 활짝 핀 벚꽃 너머로 구주쿠리 평야를 

바라봅시다.. 

 야마다에 있는 사이교와 관련이 있는 스미조메 벚꽃도 

놓칠 수 없습니다. 헤이안 가인의 전설에 얽힌 

우바히간의 고목은, 마을 사람들의 정성으로 지금도 

연홍색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쇼핑 후 돌아오는 길에 꽃놀이 기분을 느끼고 

싶으시면, 역 동쪽 출구에 있는 주오공원의 수양벚꽃나 

무를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사진 마니아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곳입니다. 

 4 월 중반을 지나면 이와카와 연못가에 있는 사토벚꽃 

이 요염하게 피기 시작합니다. 산노다이에 올라가면, 

고산노 신사 계단 밑에 피어 있는 연노랑색의 우콘벚꽃 

과 주홍색의 사토벚꽃이 멋진 대조를 이루며 맞이해 줄 

것 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에 드는 벚꽃은 어디에? 

 

主な寺社 

■最福寺（さいふくじ） 

 文明 11 年（1479）に天台宗から日蓮宗妙満寺派へ改宗、

天正 19年（1591）には御朱印寺となりました。 

絹本著色天台大師像をはじめ数々の寺宝、切られ与三郎

の墓などがあります。 

 
주요 사찰과 신사 

■사이후쿠사 

 분메이 11 년(1479)에 천태종에서 일련종 묘만사파로 

개종, 텐쇼 19 년(1591)에 슈인사가 되었습니다. 

겐폰차쿠쇼쿠 천대대사상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찰 

보물과 잘려진 요사부로의 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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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漸寺（ほんぜんじ） 

 本漸寺は、東金城主・酒井定隆の菩提寺として建てられ

た由緒ある寺で、顕本法華宗に属する御朱印寺です。 

 乾龍文庫には、日乗上人の著書や蔵書など貴重な文献

が保存されています。近くの御殿山は、東金を詠んだ詩、

歌、句など文学作品の碑林となっています。 

 
 

 ■혼젠사 

혼젠사는, 도가네의 성주 사카이 다나타카의 보리사 

로 지어진 유서 있는 절로, 현본법화종에 속하는 

슈인사입니다.  

겐류문고에는, 니치조 쇼닌의 저서와 장서 등 

귀중한 문헌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고텐산은, 

도가네를 노래한 시, 노래, 구 등이 있는 문학 작품의 

비림입니다.  

 

■日吉神社（ひよしじんじゃ） 

 本殿は市指定有形文化財で、見事な彫刻が施されていま

す。徳川家康の命により元和年間に再興・造立されたとい

われています。神社の表参道約 200mの両側には、39本の

大杉が立ち並んでいます。樹齢は推定 350年以上で、徳川

家康が植樹させたものと伝えられています。 

 

 

 ■히요시 신사 

본전은 시지정 유형 문화재로, 멋있는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령으로 겐와 

연간에 재흥・조립되었다고 합니다. 약 200m 에 이르는 

신사 참배길 양측에는 39 그루의 큰 삼나무가 늘어서 

있습니다. 수령은 추정 350 년 이상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심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八坂神社（やさかじんじゃ） 

 正応2（年1289）、久我城主・北条久時の勧請と伝えられ、

明治以前は牛頭天王宮、現在は八坂神社と呼ばれ天王様

として親しまれています。本殿内殿（県指定文化財）は元禄

4 年（1691）に建立され、現在は明治時代に造られた覆屋

（市指定文化財）によって風雨から守られています。近くに

本松寺、願成就寺などがあります。 

 ■야카사카 신사 

쇼오 2 년(1289), 구가성주・호조 히사토키의 권청이라  

전해지며, 메이지 이전은 고즈천왕궁, 현재는 

야사카신사로 불리며 천왕님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본전 내전(현지정 문화재)은 겐로쿠 4 년(1691)에 

건립되고, 현재는 메이지 시대에 지어진 후쿠도(시지 

정 문화재)가 비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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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소사, 간조주사 등이 있습니다. 

■妙宣寺（みょうせんじ） 

 日蓮宗に属し、開基の円教大姉は護良親王の息女・華蔵

姫といわれています。円教大姉は、ここで亡き父の冥福を

祈ったとされ、以後 10世まで尼寺でした。寺には縦 121cm・

横 165cm の大絵馬（市指定文化財）があり、絵柄は平忠盛

が油法師を捕らえている武者絵です。また、仁王門にある

金剛力士像の表情が非常にユニークで親しまれています。 

 

 

 ■묘센사 

일련종에 속하며, 절을 창건한 엔교다이시는 

모리요시 친왕의 딸인 게조히메라고 합니다. 

엔교다이시는 여기서 부친의 명복을 빌었다고 하며, 

이후 비구니절이 되었습니다. 절에는 세로 121cm ・

가로 165cm 의 큰 에마(시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바탕무늬는 다이라노 타다모리가 유법사를 사로잡고 

있는 무사그림입니다. 또, 인왕문이 있는 금강역사상 

의 표정이 매우 독특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薬王寺（やくおうじ） 

 顕本法華宗の寺で、漢方薬を作っていたため「布田の薬

師様」「布田の目薬」などの愛称で、県内外にまで広く親し

まれてきました。ここで、毎年 9 月 7 日と 8 日に「大施餓鬼

会」が行われます。特に昭和の始めごろは大変な人出で、

一晩中にぎわったといいます。 

 境内では「天水受」や本堂欄間の龍の彫刻なども見ること

ができます。 

 

 

 ■야쿠오사  

겐폰법화종의 절로, 한방약을 만들어 ‘후다의 

약사님’ ‘후다의 안약’ 등의 애칭으로 지바현 안팍으로 

널리 사랑받아 왔습니다. 이곳에서 매년 9 월 7 일과 

8 일에 불우한 사람과 망자의 영에게 음식을 베푸는 

‘오세가키에’가 열립니다. 특히 쇼와 초기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밤새도록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경내에는 ‘천수 받는 곳’과 본당 난간의 용 조각 

등도 볼 수 있습니다.  

 

散歩道 

■御成街道をゆく 

 
산책로 

■오나리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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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権現街道」とも呼ばれる東金御成街道は、慶長 18

年（1613）12 月、徳川家康から東金辺鷹狩りの準備の

命を受けた佐倉城主・土井利勝が、突貫工事で完成させ

た道です。 

 船橋と東金をほぼ直線の約 37kmで結び、沿道 97か村

もの村民を総動員、20 日〜30 日という短期間で完成さ

せたといわれています。東金御殿へと通じる道すじに、

古道の面影を訪ねます。 

 

おあし坂 

 御成街道が造られたのは東金市滝の国道 409 号線ま

でで、その先は旧道がそのまま利用されていたようで

す。東金御殿へ向かうコースは幾つか考えられますが、

最有力な道は油井を経由する道とのことです。近年は埋

没していた道を御成街道保存会が中心となって復活さ

せました。 

 

 

東金御殿跡 

 徳川家康が鷹狩りに来遊する際の宿泊所として、東金

御殿が建てられました。ここには家康が 2 回、秀忠が 7

回来遊しました。現在は千葉県立東金高等学校になって

おり、八鶴湖沿いの道に解説板が設置されています。 

 

本漸寺 

 本漸寺のお手植え蜜柑は、慶長 19 年（1614）徳川家

康が東金巡遊時に御殿敷地内に植えたことから始まっ

たといわれています。この一枝を本漸寺に植えたのでし

ょうか。 

 

 

 

 

 

 

 ‘곤겐 가도’라고도 불리는 도가네 오나리 가도는, 

게이초 18 년（1613） 12 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도가네 주변의 매사냥 준비를 명령받은 사쿠라 성주・

도이 도시카츠가 돌관공사로 완성시킨 도로입니다. 

 후나바시와 도가네를 잇는 직선 약 37km 에 이르며,  

주변 97 개 마을의 주민을 총동원하여 20~30 일이라는 

단기간에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도가네 저택으로 통하는 

길을 걷다 보면 옛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아시 고개 

 오나리 가도가 조성된 것은 도가네시 다키 국도 409 호 

선까지로, 그 다음부터는 옛길을 그대로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도가네 저택으로 가는 몇 가지 경로가 

있었겠지만 가장 유력한 길은 유이를 경유하는 길입니다 

최근에는 매몰된 길을 오나리 가도 보존회가 중심이 

되어 복원시켰습니다. 

 

 

 

 

 

 

 

 

 

도가네 저택터 

 도가네 저택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매사냥을 하러 

왔을 때 머물 수 있도록 숙박처로 지어졌습니다. 이곳은 

이에야스가 2 회, 히데타다가 7 회 방문했습니다. 현재는 

지바현립 도가네고등학교가 들어서 있으며, 핫카쿠호 

주변길에 해설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혼젠사 

 혼젠사의 밀감은, 게이초 19 년（1614）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가네에 들렀을 때, 저택 부지 안에 심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전해집니다. 그 가지를 혼젠사에 

심은 것일까요? 

 

■関寛斎の足跡をたどる  ■세키 간사이의 발자취를 더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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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幕末から明治・大正時代にかけ、医業と開拓に人生を

捧げた郷土の偉人、関寛斎（せきかんさい）が生まれ育

った場所を辿る道です。 

 

関寛斎の生家 

 関寛斎は文政 13 年（1830）、現在の東金市東中で吉井

佐兵衛・幸子の長男として生まれました。 

３歳のときに生母を失い、８歳のときに母幸子の姉の夫

の儒者関俊輔に引き取られ養育されました。 

 

 

常覚寺 

 養父俊輔は「素寿（そじゅ）」と号し「製錦堂」とい

う家塾を開いていました。寛斎の菩提寺である常覚寺に

は寛斎および門弟により「素寿」の碑が建てられていま

す。 

 18 歳のとき医師を志し佐倉順天堂で蘭医・佐藤泰然

に学び 23歳で帰郷。その後銚子で開業します。 

 

 

東金中央公園・関寛斎翁の胸像 

  

関寛斎の胸像とともに、寛斎の人生について説明板が

立てられています。 

 30 歳の時、長崎に来ていたオランダ人の名医ポンペ

に弟子入りをした後、銚子にもどり開業医を続けます

が、文久 3 年（1863）、徳島藩によばれ藩医になり、慶

応 4 年（1868）軍医として戊辰戦争に参加、「官軍」の

野戦病院長を経て、山梨病院長になります。しかし、明

治 6 年（1873）、43 歳の時に徳島で町医者に戻り人々

をわけへだてなく治療しました。明治 35 年（1902）、

寛斎 73 歳の時、北海道の斗満原十勝野を開墾し、牧場

経営に入ります。厳しい環境での生活に耐えながら、ア

イヌや農民のために医療を行いました。大正元年（1912）

82 歳で生涯を終えました。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다이쇼 시대에 걸쳐 의료업과 

개척에 인생을 바쳤던 향토 위인, 세키 간사이가 

태어나고 자란 장소를 찾아서 가는 길입니다. 

 

 

세키 간사이 생가 

 세키 간사이는 분세이 13 년（1830）, 현재 도가네시 

히가시나카에서 요시이사헤이・사치코의 장남으로 태어 

났습니다. 3 살 때 생모를 잃고, 8 살 때 유학자였던 

이모부 세키 슌스케가 맡아 길렀습니다. 

 

조카쿠사 

 양부 슌스케의 아호는‘소주’라고 하며,‘세이킨도’ 

라는 사숙을 열어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간사이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조카쿠사에는 간사이와 문하생들이 

세운‘소주’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18세 때 의사에 뜻을 두고 사쿠라준텐도에서 네덜란드 

의사 사토 다이젠에게 수학한 후, 23 세에 귀향. 그 후 

조시에서 병원을 개업합니다. 

 

도가네 주오공원・세키 간사이 옹의 흉상 

 

 

 

 

 

 

 

 세키 간사이의 흉상과 함께, 간사이의 일생에 대해 

적어 놓은 설명판이 있습니다. 

 30 세 때, 나가사키에 와있던 네덜란드인 명의 폰페의 

제자가 된 이후, 조시에 돌아와 개업의가 되어 환자를 

돌봅니다. 분큐 3 년（1863）, 도쿠시마번의 부름을 받아 

번의가 되고, 게이오 4 년（1868）군의로 보신전쟁에 

참가하여‘관군’의 야전병원장을 거쳐, 야마나시병원 

장이 됩니다. 그러나 메이지 6 년（1873）, 43 세 때 

도쿠시마로 돌아와 사람들을 차별 없이 치료했습니다. 

메이지 35 년（1902）, 73 세 때, 홋카이도 도만바라 

도카치 벌판을 개간해 목장을 경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뎌내며, 아이누족과 농민을 위한 의료를 

펼쳤습니다. 다이쇼 원년（1912）82세로 생을 마쳤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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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談 
 

상담 

市役所などが行う市民相談 

※各相談の日時・場所が変更になる場合もあります。広

報とうがねをご覧になるか、直接問い合わせてご確認

ください。 

 
시청에서 실시하는 시민상담 

※각 상담의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홍보도가네를 보시거나,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相談名 内容 期日・時間 場所 問い合わせ 

専門（弁護士） 法律問題全般（要電話予

約・定員 10名で締切） 

毎月第 3水曜日（変更の場合あ

り）・午前 10時〜午後 4時 

予約方法＝実施日 1 週間前の

午前 8 時 30 分から電話でのみ

受付） 

ふれあいセンター

視聴覚室 

 

東金市社会福

祉協議会 

☎ 52-5198 

人権 いじめなどの人権問題での

悩み相談 

毎月 15 日（休祝日の場合は翌

平日）午前 10時〜午後 3時 

市役所 総務課 

☎ 50-1117 

行政 

 

国などへの意見など 毎月 15 日（休祝日の場合は翌

平日）午前 10時〜午後 3時 

市役所 総務課 ☎ 

50-1117 

交通事故 

 

交通事故全般（要電話予

約） 

 

月１回実施（4月除く） 

※期日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午前 10 時〜午後 3 時（受付は

午後 2時 30分まで) 

市役所 消防防災課 

☎ 50-1119 

消費生活 

 

契約のトラブルや商品・サ

ービスに関する疑問や苦情

など、多重債務の相談 

毎週月～金曜日（休祝日）午前

10時〜正午、午後 1時～3時 

消費生活センタ

ー（市役所 301会

議室） 

商工観光課 

☎ 50-1155 

労働 

 

労働関係や事業所の各種

助成金などについての相談 

毎月第1・3水曜日（休祝日の場

合は翌平日）午前 10 時〜午後

3時 

市役所 302 会議

室 

商工観光課 

☎ 50-1155 

職業 求人・求職の受理および無

料職業相談・紹介 

毎週月〜金曜日（休祝日を除

く） 

パソコンによる検索＝午前 8 時

30分〜午後 5時 

面接相談＝午前 8時 30分〜午

後 5 時（受付は午後 4 時 30 分

まで） 

市役所別棟 1階 東金市地域職

業相談室 

☎ 52-1104 

ボランティア 活動に興味がある、活動を

したい、依頼したいなどの

相談 

毎週月〜金曜日（休祝日を除

く）午後 1〜5時 

ボランティア市民

活動センター（ふ

れあいセンター2

階） 

ボランティアセ

ンター 

☎ 52-5198 

家庭児童 子育て上の悩みや親子関

係、虐待など 

毎週月〜金曜日 （休祝日を除

く） 午前 9 時〜午後 4時 

市役所こども課

内 

家庭児童相談

室 ☎ 50-1168 

心配ごと 日常生活のあらゆる心配ご

と 

 

毎週火曜日（休祝日の場合は

翌平日）午後 1時〜5時 

ふれあいセンター 東金市社会福

祉協議会 

☎ 52-5198 

子育て 乳幼児の発達に関する心

配ごと（要電話予約） 

毎週月〜金曜日（休祝日を除

く）午前 9時〜午後 5時 

簡易マザーズホ

ーム（ふれあいセ

ンタ−2階） 

簡易マザーズホ

ーム 

☎ 54-1197 

家庭教育 

 

いじめや不登校、子育てな

ど教育問題 

毎週月〜金曜日（休祝日を除

く）午前 9時〜午後 4時 

市役所別棟 2階 家庭教育相談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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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783 

 

상담명 내용 기일・시간 장소 문의 

전문 

（변호사） 

법률문제 전반 

(전화예약요・ 

정원 10 명 마감） 

매월 3 째주 수요일 (변경 가능)  

오전 10 시~오후 4 시 (예약 방법＝실시일 

일주일 전 오전 8 시 30 분부터 전화로만 

접수) 

후레아이센터  

시청각실 

도가네시  

사회복지협의회  

☎ 52-5198 

인권 따돌림 등 인권 

문제 고민 상담 

매월 15 일 (공휴일은 다음날 평일)  

오전 10 시~오후 3 시 

시청  총무과  

☎ 50-1117 

행정 나라에 대한  

의견 등 

매월 15 일 (공휴일은 다음날 평일)  

오전 10 시~오후 3 시 

시청  총무과  

☎ 50-1117 

교통사고 교통사고 전반 

(전화예약요) 

 

월 1 회 실시 (4월 제외)  

※날짜는 문의해 주십시오。 

오전 10 시~오후 3 시 

(접수는 오후 2 시 30 분까지) 

시청  소방방재과  

☎ 50-1119 

소비생활 계약 분쟁과 

상품・서비스에 

관한 의문과 고충 

등, 다중채무 

상담 

매주 월・금요일 (공휴일) 

오전 10 시~정오, 오후 1 시~3 시 

소비자생활센터 

(시청 301 회의실) 

상공관광과 

☎ 50-1155 

노동 노동관계와 

사업소의 각종 

조성금 등에 관한 

상담 

매월 1 째주・3째주 수요일 (공휴일은 

다음날 평일) 오전 10 시~오후 3 시 

시청 302 회의실 상공관광과 

☎ 50-1155 

직업 구인・구직 처리 

및 

무료직업상담・

소개 

매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컴퓨터 검색＝오전 8 시 30 분~오후 5 시 

면접상담＝오전 8 시 30 분～오후 5 시 

 (접수는 오후 4 시 30 분까지) 

시청 별동 1 층 도가네시 지역 

직업상담실 

 ☎ 52-1104 

자원봉사 활동에 흥미가 

있고, 활동을 

하고 싶거나, 

의뢰하고 싶을 때 

상담  

매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오후 1~5 시 

자원봉사 

시민활동센터 

(후레아이 센터 

2 층) 

자원봉사센터 

☎ 52-5198 

가정 아동 육아에 대한 

고민이나 부모 

자녀관계, 학대 

등 

매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 시~오후 4 시 

시청 아동과 내 가정아동상담실 

☎ 50-1168 

걱정, 근심 일상생활의 

다양한 걱정거리 

매주 화요일 (공휴일은 다음날 평일) 

오후 1 시~5 시 

후레아이센터 도가네시 

사회복지협의회  

☎ 52-5198 

육아 영유아 발달에 

관한 고민 

(전화예약요) 

매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 시~오후 5 시 

간이 마더즈홈 

(후레아이센터 

2 층) 

간이 마더즈홈 

☎ 54-1197 

가정교육 따돌림과 등교 

거부, 자녀교육 

문제 등 

매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 시~오후 4 시 

시청 별동 2 층 가정교육상담실  

☎ 54-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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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の健康に関する相談 

場所 ふれあいセンター 

問い合わせ 健康増進課 ☎50-1174・1234 

※各相談の日時・場所は変更になる場合もあります。

広報とうがね、または健康増進課でご確認くださ

い。 

 
건강에 관한 상담 

장소  후레아이센터 

문의  건강증진과 ☎50-1174・1234 

※각 상담의 일시・장소가 변경될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도가네, 또는 건강증진과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相談名 内容 期日・時間 対象 

健康相談・女性専用

健康相談 

病気予防の知識、健康について

の相談 

毎週月曜日 

午前 9時～11時 

市民全般 

 

栄養相談 栄養・食生活についての相談 月曜日（月１回実施）  

午前 9時～11時 

市民全般 

 

成人はみがき相談 歯科についての相談 月曜日（月１回実施）  

午前 9時～11時 

市民全般 

すくすく育児相談 

 

身体計測、育児相談、栄養相談、

歯科相談など 

毎月第 1・3 水曜日 

午前 9時～10時 30 分 

生後 2 か月以上の乳

幼児 
 

・ 

상담명 내용 날짜・시간 대상 

건강상담・

여성전용건강상담 

질병 예방에 대한 지식, 건강에 

관한 상담 

매주 월요일 

오전 9 시～11시 

일반시민 

영양상담 영양・식생활에 관한 상담 월요일(월 1 회 실시) 

오전 9 시～11시 

일반시민 

성인 양치질 상담 치과 상담 월요일(월 1 회 실시) 

오전 9 시～11시 

일반시민 

무럭무럭 육아상담 신체측정, 육아상담, 영양상담, 

치과상담 등 

매월 제 1・3수요일 

오전 9 시～10시 30 분 

생후 2 개월 이상의 

영유아 

 

 

   

山武保健所の検査・相談 

問い合わせ 山武健康福祉センター（山武保健所） 

☎ 54-0611 

 

腸内細菌検査、エイズ等性感染症検査／Ｂ型・Ｃ型肝

炎検査、精神保健福祉相談（心の健康相談）、親と子の

心の相談、DV 相談（配偶者等の暴力相談）【専用電話

54-2388】、障害のある人への差別に関する相談【専用電

話 54-3556】を行っています。 

※各検査、相談の実施日・時間・方法などについて、詳

しくは山武健康福祉センターのホームページをご覧

ください。 

HP http://www.pref.chiba.lg.jp/kf-sanbu/ 

 
산무보건소 검사・상담 

문의  산무건강복지센터（산무보건소）☎ 54-0611 

 

장내 세균 검사, 에이즈 등 성감염증 검사／Ｂ형・

Ｃ형 간염 검사, 정신보건 복지상담(마음 건강상담), 

부모와 자녀의 마음 상담, DV 상담（ 배우자 등의 

폭력 상담）【전용전화 54-2388】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에 관한 상담 

【전용전화 54-3556】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검사, 상담일・시간・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무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HP http://www.pref.chiba.lg.jp/kf-san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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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役所のご案内  시청 안내 

市役所庁舎フロア図 

 

 
시청 청사 층별 안내도 

■５階 

 

会議室（kaigishitsu）…【회의실】 

 

■４階 

 生涯学習課（Syogaigakusyu-ka）【평생학습과】 

 教育総務課（Kyoikusomu-ka）【교육총무과】 

 学校教育課（Gakkokyoiku-ka）【학교교육과】 

 監査委員事務局（Kansaiin-jimukyoku）【감사위원사무국】 

 

■３階 

 環境保全課（Kankyohozen-ka）【환경보전과】 

 農業委員会事務局（Nougyouiinkai-jimukyoku）【농업위원회사무국

】 

 農政課（Nousei-ka）【농정과】 

 商工観光課（Syoukoukannko-ka）【상공관광과】 

 東金市消費生活センター（Togane-shi syouhiseikatsu-center） 

【도가네시 소비생활센터】 

 議会事務局（Gikai-jimukyoku）【의회사무국】 

 

■２階 

 都市整備課（Toshiseibi-ka）【도시정비과】 

 建設課（Kensetsu-ka）【건설과】 

 市政情報コーナー（Shiseijoho-corner）【시정정보코너】 

 消防防災課（Syobobosai-ka）【소방방재과】 

 秘書広報課（Hisyokoho-ka）【비서홍보과】 

 医療センター推進課（Iryo-center-suishin-ka）【의료센터추진과】 

 総務課（Somu-ka）【총무과】 

 財政課（Zaisei-ka）【재정과】 

 企画課（Kikaku-ka）【기획과】 

 記者室（Kisyashitsu）【기자실】 

 選挙管理委員会事務局（Senkyokanriiinkai-jimukyoku）【선거관리

위원회사무국】 

 

■１階 

 収税課（Syuzei-ka）【징세과】 

 課税課（Kazei-ka）【과세과】 

 高齢者支援課（Koreisyashien-ka）【고령자지원과】 

 銀行（Ginko）【은행】 

 会計課（Kaikei-ka）【회계과】 

 市民課（Shimin-ka）【시민과】 

 受付（Uketsuke）【접수】 

 市民相談室（Shiminsoudanshitsu）【시민상담실】 

 社会福祉課（Syakaifukushi-ka) 【사회복지과】 

 こども課（Kodomo-ka) 【어린이과】 

 売店（Baiten）【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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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외 
 中央公民館・東金公民館（Chuo-kominkan/Togane-kominkan） 

【중앙공민관・도가네공민관】l 

 

 児童館（Jidokan）【아동관】 

 

 市役所（Shiyakusho）【시청】 

 

 東金図書館（Togane-tosyokan）【도가네도서관】 

 

健康増進課 田間 421（ふれあいセンター） 

 

下水対策課 家徳 256-1 

 

ガス課   東上宿 26-4 

 

  健康増進課（Kenkozoshin-ka）【건강증진과】 

Tama 421 (Fureai Center) 

 

 下水対策課（Gesuitaisaku-ka）【하수대책과】 

Katoku 256-1 

 

 ガス課（Gas-ka）【가스과】 

Higashikamijuku 26-4 

 

 

※情報は平成 29年 8月 1日現在のものです。  ※게재 정보는 헤이세이 29 년 8월 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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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災・救急 
 

방재・구급 

「外国人市民のために」を併せてご覧ください。 

 

 【외국인 시민을 위해】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火災や災害の情報サービス 

火災情報テレホンサービス ☎52-0404 

火災発生情報の Eメール配信 

配信を受けたい場合は、山武郡市広域行政組合消防本

部のホームページから登録できます。 

http://www.sanbukouiki-chiba.jp/FDHP/newfd119.html 

 

 
화재와 재해 정보서비스 

화재정보 전화서비스 ☎52-0404 

화재 발생 정보 이메일 알림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산무군시 광역행정조합 

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http://www.sanbukouiki-chiba.jp/FDHP/newfd119.html 

 

防災行政無線放送内容の電話案内 

 防災行政無線の放送が聞き取りにくかった場合に、放

送内容を電話で確認できます。 

☎50-1188 

 

 
방재 행정 무선방송 내용 전화안내 

방재 행정 무선방송을 잘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 방송 내용을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1188 

 

り災照明 

 災害により被害を受けた場合、保険などの請求や税金

の減免などに必要な書類を発行しています。 

火災による被害 山武郡市広域行政組合消防本部 ☎

52-8753 

自然災害 消防防災課 ☎50-1226 

 
이재 조명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등의 청구와 

세금 면제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산무군시 광역행정조합 

소방본부☎52-8753 

자연재해  소방방재과 ☎50-1226 

 

災害時の避難場所 

担当窓口 消防防災課 ☎50-1226 

 市では災害発生時、自宅で生活することが困難、不安

なとき、また、「避難勧告」や「避難指示」が出たときな

どに備えて避難場所・避難収容所を指定しています。普

段から自分たちの避難場所などを家族でよく確認し、い

ざというときに備えましょう。 

 

 
재해시 대피 장소 

담당창구  소방방재과 ☎50-1226 

 시에서는 재해 발생시, 자택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하거나 불안할 때, 또 ‘피난권고’와 ‘피난지시가’ 

내렸을 때를 대비해 대피장소 ・ 대피수용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신들의 대피 

장소 등을 가족끼리 잘 확인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합시다. 

 

名称 
避難 

場所 

避難 

収容所 住所 

東金地区 

中央公民館  ① 東岩崎 1-20 

第 1保育所 ○  東金 194-2 

東金西公園 ○  東上宿 4 

東金南公園 ○  東上宿 22 

阿部倉下公園 ○  南上宿 35 

木島下公園 ○  南上宿 5 

鴇嶺小学校 ○ ② 東岩崎 24-1 

東金中央公園 ○  東岩崎 1-21 

東岩崎緑地 ○  東岩崎 1-10 

 
명칭 

피난 

장소 

피난 

수용소 
주소 

도가네지구 

중앙공민관  ① 히가시이와자키-20 

제 1 보육소 ○  도가네 194-2 

도가네 니시공원 ○  히가시카미주쿠 4 

도가네 미나미공원 ○  히가시카미주쿠 22 

아베쿠라시타공원 ○  미나미카미주쿠 35 

기지마시타공원 ○  미나미카미주쿠 5 

도키가네 초등학교 ○ ② 히가시이와자키 24-1 

도가네 주오공원 ○  히가시이와자키 1-21 

히가시이와자키 녹지 ○  히가시이와자키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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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金東公園 ○  東新宿 16 

東金北公園 ○  東新宿 3 

上宿三角公園 ○  東金 202-5 

新宿児童遊園 ○  東金 957-7 

谷児童公園 ○  東金 1435-1 

県立東金高等学校 ○ ③ 東金 1410 

丸山公園 ○  日吉台 4-772-5 

木戸公園 ○  日吉台 6-24 

宇治公園 ○  日吉台 7-2-22 

黒田公園 ○  日吉台 7-15 

日吉台小学校 ○ ② 日吉台 2-32-1 

北中学校 ○ ② 日吉台 1-20 

花輪公園 ○  日吉台 2-10 

松葉公園 ○  日吉台 5-19-6 

手矢公園 ○  日吉台 2-3 

道祖神公園 ○  日吉台 3-962-74 

谷台公園 ○  日吉台 1-349-18 

東金文化会館 ○ ② 八坂台 1-2107-3 

田間地区 

ふれあいセンター ○ ① 田間 3-9-2 

千葉学芸高等学校 ○ ③ 田間 1999 

東小学校 ○ ② 田間 1188-2 

東中学校 ○ ② 田間 953-1 

第 2保育所 ○  田間 3-14-6 

城山公園 ○  田間 2064-40 

末無公園 ○  田間 1-9 

新町公園 ○  田間 2-6 

宮之下公園 ○  田間 2-47 

倉の内公園 ○  田間 3-44 

田間中央公園 ○  田間 3-8 

嶺南地区 

北之幸谷児童遊園 ○  北之幸谷 1067-2 

県立東金特別支援

学校 
○ ③ 北之幸谷 502 

東金アリーナ ○ ② 堀上 1361-1 

嶺南幼稚園 ○  堀上 947-2 

東金中学校 ○ ② 堀上 111 

城西地区 

城西幼稚園 ○  台方 131-1 

城西小学校 ○ ② 台方 74-2 

西中学校 ○ ② 台方 1327-1 

公平地区 

千葉県立農業大学校 ○ ③ 家之子 1059 

公平公民館 ○ ① 家之子 885-3 

公平幼稚園 ○  道庭 360 

東金青年の森公園 

 
○  松之郷 186 

県立東金青年の家 ○ ③ 松之郷 270 

도가네 히가시공원 ○  히가시신주쿠 16 

도가네 기타공원 ○  히가시신주쿠 3 

가미주쿠 산카쿠공원 ○  도가네 202-5 

신신주쿠 아동놀이터 ○  도가네 957-7 

야츠 아동공원 ○  도가네 1435-1 

현립도가네고등학교 ○ ③ 도가네 1410 

마루야마 공원 ○  히요시다이 4-772-5 

기도공원 ○  히요시다이 6-24 

우지공원 ○  히요시다이 7-2-22 

구로다공원 ○  히요시다이 7-15 

히요시다이초등학교 ○ ② 히요시다이 2-32-1 

기타중학교 ○ ② 히요시다이 1-20 

하나와공원 ○  히요시다이 2-10 

마츠바공원 ○  히요시다이 5-19-6 

데야공원 ○  히요시다이 2-3 

도노진공원 ○  히요시다이 3-962-74 

야츠다이공원 ○  히요시다이 1-349-18 

도가네문화회관 ○ ② 야사카다이 1-2107-3 

다마지구 

후레아이센터 ○ ① 다마 3-9-2 

지바학예고등학교 ○ ③ 다마 1999 

히가시초등학교 ○ ② 다마 1188-2 

히가시중학교 ○ ② 다마 953-1 

제 2 보육소 ○  다마 3-14-6 

시로야마공원 ○  다마 2064-40 

스에나시공원 ○  다마 1-9 

신마치공원 ○  다마 2-6 

미야노시타공원 ○  다마 2-47  

구라노우치공원 ○  다마 3-44 

다마주오공원 ○  다마 3-8 

레이난지구 

기타노코야아동놀이터 ○  기타노코야 1067-2 

현립도가네특별지

원학교 
○ ③ 기타노코야 502 

도가네 아리나 ○ ② 호리아게 1361-1 

레이난유치원 ○  호리아게 947-2 

도가네중학교 ○ ② 호리아게 111 

조사이지구 

조사이유치원 ○  다이가타 131-1 

조사이초등학교 ○ ② 다이가타 74-2 

니시중학교 ○ ② 다이가타 1327-1 

고헤이지구 

지바현립농업대학교 ○ ③ 이에노코 1059 

고헤이공민관 ○ ① 이에노코 885-3 

고헤이유치원 ○  도니와 360 

도가네세이넨노모

리공원 
○  마츠노고 186 

현립도가네 청년의 집 ○ ③ 마츠노고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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県立東金商業高等

学校 
○ ③ 松之郷 1641-1 

城西国際大学 ○ ③ 求名 1 

求名第 1公園 ○  道庭 987-1 

求名第 2公園 ○  求名 37-4 

求名第 3公園 ○  求名 16-67 

求名第 4公園 ○  道庭 987-128 

求名第 5公園 ○  求名 2-44 

求名第 6公園 ○  道庭 1193-5 

求名第 7公園 ○  道庭 1193-99 

丘山地区 

県立東金高等技術

専門校 
○ ③ 油井 1061-6 

丘山公民館 ○ ① 小野 101-4 

丘山幼稚園 ○  丹尾 4-2 

丘山小学校 ○ ② 丹尾 4-2 

わかば公園 

 
○  季美の森 2-590-4 

さくら公園 

 
○  季美の森東 1-15-8 

ひすい公園 

 
○  季美の森東 1-6-9 

大和地区 

山口児童遊園 ○  山口 1045 

大和公民館 ○ ① 田中 784-1 

大和幼稚園 ○  西福俵 66 

福俵児童遊園 

 
○  福俵 1090-1 

福俵駅前東公園 

 
○  西福俵 16-1 

福俵駅前西公園 

 
○  西福俵 67 

正気地区 

正気公民館 ○ ① 広瀬 482-6 

正気幼稚園 ○  広瀬 141-1 

薄島児童遊園 ○  薄島 797 

正気小学校 ○ ② 家徳 34-1 

東金家徳スポーツ

広場 
○  家徳 620-1 

豊成地区 

武射田児童遊園 ○  
上下武射田入会地

12 

千葉県警察学校 ○ ③ 士農田 28-1 

第 3保育所 ○  前之内 6-1 

やすらぎの家 ○  東中 906 

豊成小学校 ○ ② 関内 550-1 

豊成公民館 ○ ① 関内 564-3 

第 4保育所 ○  関内 724 

현립도가네상업고

등학교 
○ ③ 마츠노고 1641-1 

조사이국제대학교 ○ ③ 구묘 1 

구묘제 1 공원 ○  도니와 987-1 

구묘제 2 공원 ○  구묘 37-4 

구묘제 3 공원 ○  구묘 16-67 

구묘제 4 공원 ○  도니와 987-128 

구묘제 5 공원 ○  구묘 2-44 

구묘제 6 공원 ○  도니와 1193-5 

구묘제 7 공원 ○  도니와 1193-99 

오카야마지구 

현립도가네고등기

술전문학교 
○ ③ 유이 1061-6 

오카야마공민관 ○ ① 오노 101-4 

오카야마유치원 ○  탄노 4-2 

오카야마초등학교 ○ ② 탄노 4-2 

와카바공원 ○  
기미노모리 

2-590-4  

사쿠라공원 ○  
기미노모리히가시

1-15-8 

히스이공원 ○  
기미노모리히가시

1-6-9 

야마토지구 

야마구치아동놀이터 ○  야마구치 1045 

야마토공민관 ○ ① 다나카 784-1 

야마토유치원 ○  니시후쿠타와라 66 

후쿠타와라아동놀

이터 
○  

후쿠타와라 1090-

1 

후쿠타와라역앞히

가시공원 
○  

니시후쿠타와라 16

-1 

후쿠타와라역앞니

시공원 
○  니시후쿠타와라 67 

마사키지구 

마사키공민관 ○ ① 히로세 482-6 

마사키유치원 ○  히로세 141-1 

스스키시마아동놀이터 ○  스스키시마 797 

마사키초등학교 ○ ② 가토쿠 34-1 

도가네가토쿠스포

츠광장 
○  가토쿠 620-1 

도요나리지구 

무자타아동놀이터 ○  
가미시노무자타이

리아이치 12 

지바현경찰학교 ○ ③ 시노다 28-1 

제 3 보육소 ○  마에노우치 6-1 

야스라기노이에 ○  히가시나카 906 

도요나리초등학교 ○ ② 세키우치 550-1 

도요나리공민관 ○ ① 세키우치 564-3 

제 4 보육소 ○  세키우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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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岡地区 

妙経寺 ○  大沼田 457 

福岡公民館 ○ ① 砂古瀬 426-1 

福岡小学校 ○ ② 砂古瀬 422-1 

第 5保育所 ○  砂古瀬 476-1 

源地区 

源公民館 ○ ① 上布田 22-1 

源小学校 ○ ② 上布田 385 

源幼稚園 ○  極楽寺 845-10 

滝沢青年館 ○  滝沢 127-1 
 

후쿠오카지구 

묘쿄사 ○  오누마타 457 

후쿠오카공민관 ○ ① 이사고제 426-1 

후쿠오카초등학교 ○ ② 이사고제 422-1 

제 5 보육소 ○  이사고제 476-1 

미나모토지구 

미나모토공민관 ○ ① 가미후다 22-1 

미나모토초등학교 ○ ② 가미후다 385 

미나모토유치원 ○  고쿠라쿠지 845-10 

다키사와청년관 ○  다키사와 127-1 
 

避難場所（一時避難場所） …災害が発生した場合、または、

発生する危険がある場合に、公園や学校、保育所のグラウ

ンドなど一時的に避難して安全を確保する場所 

 

避難収容所…地区公民館や学校の体育館など、避難者のう

ち住居を失うなどした被災者が一時的に滞在できる場所 

 

 

【避難収容所の区分】 

①…1 次開設避難収容所：災害対策本部開設と同時に開設

する避難収容所 

②…2 次開設避難収容所：被害状況、避難状況により開設す

る避難収容所 

③…3 次開設避難収容所：被害が甚大な場合に開設する避

難収容所 

※災害対策本部は、震度５強以上で自動設置、風水害は局

地災害が発生した場合や大規模災害のおそれがある場合

で、市長が必要と認めた場合に設置されます。 

注：大津波警報が発令された場合には、念のため河川から離

れて、高台へ避難してください。 

また、時間的な余裕がない場合には近くの小学校など丈

夫な建物の２階以上に避難をしてください。 

 

 대피장소(일시대피장소)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공원이나 학교, 보육소의 

운동장 등 일시적으로 대피해 안전을 확보하는 장소 

 

대피수용소…지구공민관이나 학교 체육관 등, 대피자 

가운데 주거지를 잃어버린 이재민이 일시적으로 체재 

가능한 장소 

 

【대피수용소 구분】 

① 1 차 개설 대피수용소：재해대책본부 개설과 

동시에 개설하는 대피수용소  

② 2 차 개설 대피수용소：피해상황、대피상황에 

따라 개설하는 대피수용소 

③…3 차 개설 대피수용소：피해가 막대한 경우에 

개설하는 대피수용소 

※피해대책본부는 진도 ５강 이상이면 자동 설치, 

풍수해는 국지 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대규모 

재해위험이 있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설치됩니다.  

 

참고：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하천을 피해높은 곳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가까운 초등학교 

등 견고한 건물의 2 층 이상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夜間や休日の診療 

■山武郡市急病診療所 堀上 360-2 

☎50-2511 

比較的軽症な急病患者の初期診療にあたります。重度の

場合は郡内６病院（東千葉メディカルセンター、さんむ医療セ

ンター、国保大網病院、浅井病院、九十九里病院、高根病

院）が午後 5時 30分から翌朝午前 8時 30分まで、二次医療

機関として輪番制でバックアップします。 

《診療科目》内科、小児科、外科 

《診療時間》午後 8時～11時（年中無休） 

 

 

 

 
야간과 휴일 검진 

■산무군시 응급진료소 호리아게 360-2 

☎50-2511 

 비교적 경증인 응급환자의 초기 진료를 합니다. 

중증인 경우는 군내 6 군데 

병원(히가시지바메디칼센터, 산무의료센터, 국민건강 

보험 오아미병원, 아사이병원, 구주쿠리병원, 

다카네병원)이 오후 5 시 30 분부터 다음날 아침 

오전 8 시 30 분까지, 2 차 의료기관으로 윤번제로 

지원합니다. 

《진료과목》내과、소아과、외과 

《진료시간》오후 8 시～11 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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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間、休日診療の問い合わせ 

山武郡市広域行政組合消防本部指令課 ☎55-0119 

休日当番医テレホンサービス ☎50-2531 

 

■야간、휴일 진료 문의 

산무군시 광역행정조합 소방본부 지령과 ☎55-0119 

휴일당번의 전화서비스 ☎5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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届出・証明 
 

신고 ・ 증명 

本人確認 

 平成 20 年 5 月から、戸籍や住民基本台帳に関する届

出、戸籍に関する証明や住民票の交付請求などの際、「本

人確認」が法律上のルールになりました。 

 届出や請求の際には「運転免許証」「パスポート」「マ

イナンバーカード」などで本人確認をしますのでご提示

ください。公的機関が発行した写真が添付された書類を

お持ちでない方は「保険証」「年金手帳」など 2 点以上

の書類をご提示ください。 

 

 
본인확인 

헤이세이 20 년 5 월부터, 호적과 주민 기본대장에 

관한 신고, 호적에 관한 증명이나 주민표 교부 청구 

시, ‘본인 확인’이 법률상의 규칙으로 정해졌습니다. 

신고와 청구를 할 때는 ‘운전면허증’ ‘여권’ 

‘마이넘버카드’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므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신 분은 ‘보험증’ ‘연금수첩’등,  

2 종류 이상의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戸籍に関する届出 

担当窓口 市民課 ☎ 0475-50-1131 

 
호적에 관한 신고 

담당창구 시민과  ☎0475-50-1131） 

種類 届出人 届出期間または効力発生日 必要なもの 

出生届 

 

父または母 生まれた日を含めて 14日以

内に届出 

出生証明書添付の出生届書、届出人の印鑑、母子健康

手帳 

死亡届 親族または同

居人 

死亡の事実を知った日から 

7 日以内に届出 

死亡診断書添付の死亡届書、届出人の印鑑 

婚姻届 

 

夫になる方と

妻になる方 

届出の日から法律上の効力

が発生 

婚姻届書、届出人の印鑑、戸籍謄本（本籍地が東金市

のときは不要）、国民健康保険証（加入者のみ）、父母

の同意書（未成年者のみ） 

離婚届 ・協議離婚の場

合は夫と妻 

・裁判離婚の場

合は申立人 

・協議離婚は届出の日から

法律上の効力が発生 

・裁判離婚は調停成立、ま

たは裁判確定の日から 10

日以内に届出 

離婚届書、妻届出人の印鑑、戸籍謄本（本籍地が

東金市のときは不要）、国民健康保険証（加入者の

み） 

※裁判離婚は調停調書、審判書、和解調書、認諾調書

または判決書の謄本および確定証明書 

転籍届 戸籍筆頭者お

よびその配偶

者 

届出の日から法律上の効力

が発生 

転籍届書、届出人の印鑑、 

戸籍謄本（市内で転籍するときは不要） 

 

 

종류 신고인 신고기간 또는 효력발생일 구비서류 

출생신고 부 또는 모  

 

출생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한 출생신고서, 신고인 

인감, 모자건강수첩 

사망신고 친족 또는 동거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신고 

사망진단서를 첨부한 신고서, 신고인 인감 

혼인신고 혼인당사자 신고한 날로부터 법률상의 

효력 발생 

혼인신고서, 신고인 인감, 호적등본（본적 

지가 도가네시인 경우는 불필요）,국민건 

강보험증（가입자에한함） 

부모동의서（미성년자에 한함） 

이혼신고 ·협의이혼인 경우는 

남편과 처 

·재판이혼인 경우는 

신청인  

·협의이혼은 신고한 날로 

부터 법률상 효력발생 

·재판이혼은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고 

이혼신고서,신고인 인감, 호적등본（본적지 

가 도가네시인 경우는 불필요）, 국민건강 

보험증(가입자에 한함) 

※재판이혼은 조정조서, 심판서, 화해조서, 

인탁조서 또는 판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호적지 

변경신고 

호주 및 그 배우자 신고한 날로부터 법률상 

효력 발생 

호적변경신고서, 신고인 인감, 호적등본 

（시내로 이적할 때는 불필요） 
 



暮らしの便利帳 東金 2017 P54-57 届出・証明 

 

住民基本台帳に関する届出 

担当窓口 市民課 ℡ 50-1131 

届出の際、本人確認を行います。 

本人または同一世帯の方以外が届出をする場合は委任状が必要になります。 

届出をする方が自署できない場合は印鑑をお持ちください。 

種類 届出期間 必要なもの 

転入届 東金市に実際に住んだ日

から 14日以内 

前住所地発行の転出証明書 

転出届 転出する前、または転出し

た日から 14 日以内 

国民健康保険証・後期高齢者医療保険者証（加入者の

み）、子ども医療費助成受給券（お持ちの方）、介護保

険証（加入者のみ）、住民基本台帳カード（お持ちの方）、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お持ちの方）、印鑑登録証（お持

ちの方） 

転居届（市内住所異動） 転居した日から 14 日以内 国民健康保険証（加入者のみ）、子ども医療費助成受給

券（お持ちの方）、住民基本台帳カード（お持ちの方）、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お持ちの方） 

世帯変更届（世帯主変更、

世帯分離・合併など）  

変更があった日から 14 日

以内 

国民健康保険証（加入者のみ） 

※住民基本台帳カードまたはマイナンバーカードをお持ちの方は、転出転入手続きの特例が受けられます。 

 

주민기본대장에 관한 신고 

담당창구 시민과 ☎50-1131 

신고 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본인 또는 동일세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자가 자필로 서명할 수 없을 때는 인감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종류 신고기간 구비서류 

전입신고 도가네시에서 실제로 산 

날로부터 14 일 이내 

이전 주소지에서 발행한 전출증명서 

전출신고 전출하기 전, 또는 전출 

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 

국민건강보험증 ・

후기고령자의료보험자증(가입자에 한함), 

어린이 의료비조성 수급권(소지자), 개호 

보험증(가입자에한함), 주민기본대장카드 

(소지자), 마이넘버카드(소지자),  

인감등록증(소지자) 

주거이전 신고 

(시내주소이동) 

이사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어린이 의료비 조 

성 수급권(소지자), 주민기본대장카드(소 

지자), 마이넘버카드(소지자) 

세대변경신고 

（세대주 변경, 세대분리・합병） 

변경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에 한함) 

※주민기본대장카드 또는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전출, 전입 수속 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各証明書と手数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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担当窓口 市民課 TEL 50-1131 

交付の請求の際、本人確認を行います。なお、届出をする方が自署できない場合は印鑑をお持ちください。 

種類 手数料 

（1 件あたり）  

備考 

戸籍全部事項証明書 

（戸籍謄本） 

戸籍一部事項証明書 

（戸籍抄本） 

450円 

 

戸籍に記載されている方（直系尊属・卑属を含む）が請求できます。第三者が

請求する場合は、自己の権利を行使する等、裁判所などに提出するなど特別

な事由が必要です。 

代理の方が請求する場合は、委任状が必要になります。 

※東金市以外の戸籍（除籍・身分証明書・附票含む）は当該市町村での交付

になります。 

※身分証明書は本人以外が請求する際は委任状が必要になります。 

 

除籍全部事項証明書 

（除籍謄本） 

除籍一部事項証明書 

（除籍抄本） 

750円 

 

身分証明書 300円 

戸籍附票の写し 300円 

戸籍に記載した事項

に関する証明書 

350円 特別な事由（年金、帰化申請など）がある場合に交付します。【持ち物】年金・簡

易保険などの証書（死亡届記載事項証明書のみ） 

戸籍届書受理証明書 350円 届出人が請求できます。 

上質紙を用いた受理

証明書 

1,400 円 届出人が請求できます。（届出の種類 婚姻、離婚、養子縁組、養子離縁、認

知） 

住民票の写し 300円 申出により続柄・本籍地を入れることができます。本人または同一世帯の方が

請求できます。代理の方が請求する場合は、委任状が必要になります。（同住

所でも世帯を分けている場合、委任状が必要です） 

住民票の写し 

（広域交付）  

300円 本人および同世帯員が住基ネットを利用して全国の市区町村で住民票が取得

できます。（本籍は省略されます） 

マイナンバーカード再

交付 

（電子証明書搭載） 

1,000 円 

(※) 

本人の申請が必要です。有効期間は申請日から 10 回目の誕生日までです

が、転出などの場合は転入地で継続の手続きが必要です。 

【持ち物】写真 

※平成 29 年 7 月現在、初回交付に限り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交付は無料で

す。 

マイナンバーカード再

交付 

（電子証明書非搭載） 

800円 

（※） 

署名用電子証明 

（公的個人認証） 

500円 本人の申請が必要です。有効期間は申請日から 5 回目の誕生日までですが、

利用者証明用電子証明の発行を受けている場合には、利用者証明用電子証

明の有効期限と同じになります。また、住所異動や氏名変更などの場合は失効

となります。 

【持ち物】マイナンバーカード 

利用者証明用電子証

明 

（公的個人認証） 

200円 

（※ 

本人の申請が必要です。有効期間は申請日から 5回目の誕生日までです。 

【持ち物】マイナンバーカード 

※署名用電子証明と利用者証明用電子証明を同時に発行する場合は無料で

す。 

住民票記載事項証明

書 

300円 本人または同一世帯の方が請求できます。代理の方が請求する場合は、委任

状が必要になります。 

（同住所でも世帯を分けている場合、委任状が必要です） 

印鑑登録 

（印鑑登録証交付）  

300円 ※詳しくは「印鑑登録」の項目をご確認ください。 

印鑑登録証明書 300円 【持ち物】印鑑登録証 

臨時運行許可証 750円 【持ち物】車検証、自賠責保険証書、印鑑 

住所証明書 

（個人・軽自動車用）  

無料 本人または同一世帯の方が請求できます。代理の方が請求する場合は、委任

状が必要になります。法人の場合は、課税課で発行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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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와 수수료 

담당 창구  시민과 ☎ 50-1131 

교부 청구 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또한 신고 하시는 분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는 인감을 지참해 주십시오. 

종류 수수료 

（1 건 당） 

비고 

호적사항전부증명서（호적등본） 
450 엔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분（직계존속・비속 포함）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자가 청구할 경우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거나, 

재판소 등에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도가네시 이외의 호적（제적・신분증명서・부표포함）은 

해당 시정촌(市町村)에서 교부합니다. 

※신분증명서는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호적사항일부증명서（호적초본） 

제적사항전부증명서（제적등본） 
750 엔 

제적사항일부증명서（제적초본） 

신분증명서 300 엔 

호적부표사본 300 엔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증명서 350 엔 

특별한 사유（연금, 귀화 신청 등）가 있는 경우에 교부합니 

다.【지참물】연금・간이보험증서（사망신고서 기재사항 증명 

서에 한함） 

호적신고서 수리 증명서 350 엔 신고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질지를 이용 수리 증명서 
１,400 엔 

신고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고 종류：혼인, 이혼, 양자 

결연, 양자 파양, 인지） 

주민표사본 300 엔 

요청에 따라 관계・본적지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동일 주소에 거주해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민표사본 

（광역교부） 300 엔 

본인 및 동일세대원이 주기네트를 이용해 전국의 시구정촌 

(市区町村)에서 주민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본적은 생략 

됩니다） 

마이넘버카드 재교부 

(전자증명서 탑재) 

 

 

 

 

마이넘버카드재교부 

(전자증명서 비탑재) 

1,000 엔 

     (※) 

  

 

 

 800 엔 

    (※) 

본인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0번 째 

맞는 생일까지입니다. 전출 시는 전입지에서 지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참물】사진 

※헤이세이 29 년 7 월 현재, 첫 회 교부에 한해 마이넘버카드 

교부는 무료입니다. 

서명용 전자증명 

（공적 개인 인증） 

 

 

 

 

이용자 증명용 전자증명 

(공적 개인 인증) 

500 엔 

 

 

 

 

 

200 엔 

  (※) 

 

 

 

본인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5 번 째 

맞는 생일까지입니다. 이용자 증명용 전자증명의 발행을 받은 

경우는, 이용자 증명용 전자증명의 유한기간과 같습니다. 또, 

주소 이동과 이름을 변경할 경우는 실효됩니다. 

【지참물】마이넘버카드 

 

본인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5 번 째 

맞는 생일까지입니다. 

【지참물】마이넘버카드 

(※)서명용 전자증명과 이용자 증명용 전자증명을 동시에 

발행할 경우는 무료입니다. 

주민표기재사항 증명서 300 엔 본인 또는 동일세대원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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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동일 주소에 거주해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인감등록 

（인감등록증 교부） 
300 엔 

※자세한 것은 ‘인감등록’의 항목을 확인해 주십시오. 

인감등록증명서 300 엔 【지참물】인감등록증 

임시운전면허증 750 엔 【지참물】차검증,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서, 인감 

주소증명서 

（개인・경자동차용） 무료 

본인 또는 동일세대원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청구 

할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과세과에서 발행합니 

다. 

 

 

 

印鑑登録 

担当窓口 市民課 TEL 50-1131 

 印鑑を登録すると、印鑑登録証を交付します。この登

録証は、印鑑登録証明書（本人の印鑑であることの証明） 

を申請するときに必要です。大切に保管してください。 

 印鑑登録証を紛失した場合は、すぐに市民課へ届け出

てください。 

 

■登録できる方 

 東金市に住民登録をしている満 15 歳以上の方 

 

 

■登録できない印鑑 

・登録上の氏名以外の事項があるもの 

・ゴム印など変形しやすいもの 

・印影が１辺の長さ 8 ㎜以下のものと 25㎜以上のもの 

・印影が不鮮明または文字の読めないもの 

・同世帯で既に登録されている印鑑 

 

■登録の手続き 

○本人が登録する場合 

 印鑑、本人であることを確認できるもの（運転免許証、

パスポートなどの官公署発行で写真付きの身分証明書）

または、保証書（東金市に印鑑登録してある方による）

が必要です。 

※本人であることを確認できる書類がない場合、 即日

での登録はできません。市から郵送される照会書を

14 日以内に回答・持参してからの登録となります。 

○代理人が登録する場合 

 委任状、登録する方・代理人の印鑑が必要です。 

※即日での登録はできません。申請後に本人宛に照会書

を郵送します。本人が記入した回答書、登録する印

鑑、登録者を確認するための保険証などを 14 日以内

に持参してからの登録となります。 

※委任状・印鑑登録申請事実回答書は必ず登録する本人

が書いてください。 

 
인감등록 

담당창구  시민과 ☎ 50-1131 

 인감을 등록하면 인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이 

등록증은 인감등록증명서（본인의 인감임을 증명）를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인감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시민과에 신고해 

주십시오. 

 

■등록 가능하신 분 

 도가네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 세 이상인 

분 

 

■등록 불가능한 인감 

・등록상의 성명 이외의 사항이 있는 것 

・고무도장 등 변형되기 쉬운 것 

・인영 한 변의 길이가 8㎜ 이하거나 25㎜ 이상인 것 

・인영이 불선명하거나 읽을 수 없는 것 

・같은 세대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인감   

 

■등록절차 

○본인이 등록할 경우 

 인감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에서 발행한 것으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명서）또는, 보증서（도가네시에 인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보증）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없을 경우, 당일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우송하는 조회서를 14 일 

이내에 회답・지참하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 등록할 사람・대리인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당일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에 본인 

앞으로 조회서를 우송합니다. 본인이 기입한 회답서, 

등록할 인감, 등록자 확인을 위한 보험증 등을 14 일 

이내에 지참하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 인감등록 신청사실 회답서는 반드시 

등록하는 본인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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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鑑登録証明書を申請するときは必ず「印鑑登録証」

をお持ちください。 

印鑑登録証がないと発行できません！ 

 

 

 

 

 

 

 

 

 

 

 인감등록증명서를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인감등록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등록증이 없으면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인감등록증 

 

       견본 

郵送による戸籍・住民票の交付 

担当窓口 市民課 TEL 50-1131 

 郵送（信書便も可）での申請手続きにより戸籍謄抄

本・住民票を交付します。また、休日に市民課窓口で郵

送申請をすることもできます。 

 申請方法についてはホームページをご覧になるか、お

問い合わせください。 

※郵送先は申請者の住民登録地に限られます。 

《送付先》〒283-8511 東金市東岩崎 1-1 

東金市役所市民課市民係 

 

 

 
호적・주민표의 우편교부  

담당창구  시민과 ☎ 50-1131 

우편(신서편도 가능)으로 신청하시면 호적등초본・

주민표를 교부해 드립니다. 또 휴일에 시민과 

창구에서 우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지에 한합니다. 

《보낼곳》〒283-8511 東金市東岩崎 1-1 

                     東金市役所市民課市民係 

 

住民基本台帳ネットワーク 

担当窓口 市民課 TEL 50-1131 

 市区町村の住民基本台帳をオンラインで結び、氏名・

住所・性別・生年月日を国や都道府県を含めた行政機関 

が共有するシステムです。 

 

 

■住民票の広域交付 

 全国どこの市区町村でも本人および同一世帯員の住

民票が取得できます。（本籍地は記載されません） 

 

 

 

マイナンバーカード 

担当窓口市民課 ☎50-1131 

1．マイナンバー（個人番号）と身元を証明する書類 

社会保障分野や税分野等におけるマイナンバー（個

人番号）の提示が必要な場面で、国の行政機関や地

方公共団体、健康保険組合、勤務先、金融機関など

に対しご利用できます。 

2．顔写真付きの身分証明書 

1 以外の場面でも顔写真付きの身分証明書として広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담당창구  시민과 ☎ 50-1131 

시구정촌(市区町村)의 주민기본대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을 국가와 

도도부현(都道府県)을 포함한 행정기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표의 광역교부 

 전국 어느 시구정촌에서나 본인 및 동일세대원의 

주민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적지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마이넘버카드 

담당창구 시민과 ☎50-1131 

1. 마이넘버(개인번호)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보장 분야와 세금 분야 등에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를 제시해야 할 경우 

필요하며, 국가 행정기관과 지방공공단체, 

건강보험조합, 근무처, 금융기관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진부착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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くご利用できます。その際、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

おもて面は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所有者が同意する

場合には誰でもコピーすることが可能です。一方、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裏面に記載されている個人番

号については、1 の場合に限りコピーが許されている

ことに留意してください。 

3．行政手続きのオンライン申請に利用できる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 IC チップに搭載されている

電子証明書（公的個人認証）の活用により、平成 29

年 7 月に開設されるマイナポータルへのログインを

はじめ、各種の行政手続きのオンライン申請等に利

用できます。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申請に必要なもの 

● マイナンバーカード（個人番号カード）交付申請

書 

※住所・氏名等に変更があり、交付申請書に記載さ

れている内容が変更前の情報である場合は、申請書

は使用できません。東金市役所市民課までお問い合

わせください。 

● 顔写真 1 枚（縦 4.5cm×横 3.5cm） 

※最近 6 カ月以内に撮影、正面・無帽・無背景のも

の。裏面に氏名・住所を記入してください。 

● 個人番号カード交付申請書の申請用封筒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申請 

（1）個人番号カード交付申請書の準備 

通知カードと一緒に送付された「個人番号カード交

付申請 

書」に顔写真を貼り、必要事項を記入してください。 

（2）ポストへ投函 

同封されていた返信用封筒に、記入した「個人番号

カード 

交付申請書」を入れてポストへ投函してください。 

返信用封筒を紛失してしまったり、世帯のなかで

別々に申 

請される場合は、下記送付先までお送りください。

この場合の封筒や送料は、送付者の負担となります。 

〒219-8650  日本郵便株式会社 川崎東郵便局 

郵便私書箱第 2 号 

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機構 

個人番号カード交付申請書受付センター 宛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受け取りについて 

交付の準備が整った方には順次、交付通知書（はが

き）をお送りしています。 

交付通知書（はがき）が届きましたら、以下の書類

をお持 

1 이외의 경우에도 사진부착 신분증명서로 널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마이넘버카드의 

앞면은 마이넘버카드 소유자가 동의하면 누구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이넘버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번호는 1 의 경우에 한해 

복사가 가능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수속의 온라인 신청에 이용 가능 

마이넘버카드의 IC 칩에 탑재되어 있는 

전자증명서(공적 개인 인증)의 활용으로, 헤이세이 

29 년 7 월에 개설되는 마이너 포털의 로그인을 

비롯해, 각종 행정 수속의 온라인 신청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 신청에 필요한 것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 교부신청서 

※주소・이름 등을 변경하여, 교부신청서에 기재 

되어 있는 내용이 변경 전의 정보인 경우는 신청 

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가네시 시민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사진 1 장（세로 4.5cm×가로 3.5cm） 

※최근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탈모・무배경 

인 사진. 뒷면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개인번호카드 교부 신청서 신청용 봉투 

 

■마이넘버카드 신청 

(1)개인번호카드 교부신청서 준비 

통지카드와 함께 송부된 ‘개인번호카드 교부신청서’ 

에 얼굴 사진을 붙이고, 필요사항을 기입해 주십시 

오. 

(2) 우편함 투함 

동봉된 반신용 봉투에 기입한 ‘개인번호카드 교부 

신청서’를 넣어서 우편함에 넣어 주십시오.  

반신용 봉투를 분실했거나 세대원이 따로 신청할 

경우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경우, 봉투 

와 송료는 보내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219-8650   日本郵便株式会社 川崎東郵便局 

郵便私書箱第 2 号 

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機構 

個人番号カード交付申請書受付センター 宛 

 

 

■마이넘버카드 수령에 대해 

교부 준비가 갖추어진 분에게는 차례대로 교부통지 

서(엽서)를 보내드립니다.  

교부통지서가 도착하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창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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ちいただき窓口までお越しください。 

● 交付通知書（はがき） 

● 通知カード 

● 本人確認書類（運転免許証、健康保険証、各種年

金証書等） 

● 住民基本台帳カード（お持ちの方のみ） 

██転出転入手続きの特例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または住基カードをお持ちの方

が転出・転入手続きをする場合、窓口にお越しにな

るのは、転入届の１回だけで済みます。（前住所地の

市区町村には事前に転出届を郵送しておくことが必

要です） 

 

● 교부통지서(엽서) 

● 통지카드 

● 본인 확인 서류(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각종 

연금증서 등) 

●주민기본대장카드(소지자에 한함) 

 

■전출입 수속 특례 

마이넘버카드 또는 주민기본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전출입 신고를 하실 경우, 전입신고 때만 

창구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전 주소지의 

시구정촌에는 사전에 전출 신고를 우편으로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電話予約サービス（休日交付） 

担当窓口 市民課 TEL 50-1131 

 住民票と印鑑証明書は、市役所の開庁時間に来庁でき

ない場合でも、事前の電話予約により休日に交付できま

す。 

 

■住民票 

 受取人は本人または同一世帯の方に限ります。また、

来庁した方の本人確認をします。 

 

■印鑑証明書 

 印鑑登録証を必ずお持ちください。 

 

 
전화예약 서비스（휴일 교부） 

담당창구  시민과 ☎ 50-1131 

주민표와 인감증명서는, 시청 업무시간에 오실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전화예약을 통해 휴일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표 

 수취인은 본인 또는 동일세대원에 한합니다. 또 

시청에 오신 분의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暮らしの便利帳 東金 2017 P58-59 国民年金・国民健康保険・後期高齢者医療 

国民年金・国民健康保険・後

期高齢者医療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 의료 
 

国民年金、国民健康保険、後期高齢者医療については、

窓口で直接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担当窓口 国保年金課 ☎50-1133/1134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의료에 대한 

것은 창구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창구 국민연금과  ☎50-113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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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金・保険料  세금・보험료 

市 税 

■個人市民税 

担当窓口 課税課 ☎50-1128 

 1月 1日現在市内に住んでいて、前年の所得に応じ、

一定額以上あった方に課税されます。 

 所得税の確定申告書を提出される方は、住民税申告

を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また、税の納入方法は、ご

自分で納付する普通徴収と給与から天引きする特別徴

収があります。 

 

■法人市民税 

担当窓口 課税課 ☎50-1128 

 市内に事務所・事業所または寮などを所有している

法人等は、申告・納税の義務があります。 

 

■固定資産税・都市計画税 

担当窓口 課税課 ☎50-1127 

 1月 1日現在で、市内に土地、家屋、償却資産（事業

用資産：固定資産税のみ課税）を所有している個人や

法人に課税されます。税額は固定資産課税台帳に登録

された価格をもとに算定された課税標準額に、固定資

産税は 1.4％、都市計画税は 0.2％の税率を乗じて算出

します。 

 

■軽自動車税 

担当窓口 課税課 ☎50-1128 

 4月 1日現在、原動機付自転車、軽自動車、小型特殊

自動車、二輪の小型自動車を所有している方に課税さ

れます。バイクなどを購入したり譲り受けたとき、廃

車や市外へ転出するときなどは窓口で申請が必要で

す。 

 

■国民健康保険税 

担当窓口 国保年金課 ☎50-1134 

 国民健康保険に加入している世帯に国民健康保険税

（医療分・支援金分）が課税されます。また、国保加

入者で 40 歳から 64 歳までの方がいる場合、介護分が

加わります。 

 

保険料 

■介護保険料 

担当窓口 高齢者支援課 ☎50-1219 

 保険料は住民税課税状況や所得などに応じて決まり

ます。 

○65歳以上（第 1号被保険者） 

 
시 세 

■개인시민세 

담당창구 과세과 ☎50-1128 

 1 월 1 일 현재 시내에 살고 있고, 전년도 소득에 따라 

일정액 이상인 분에게 과세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주민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세금을 납입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보통징수와 급여에서 공제하는 

특별징수가 있습니다. 

 

■법인시민세 

담당창구 과세과 ☎50-1128 

 시내에 사무소・사업소 또는 숙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은, 신고・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담당창구 과세과 ☎50-1127 

 1월 1일 현재, 시내에 토지, 가옥, 매각 상각자산（사 

업용자산：고정자산세만 과세）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과 법인에 과세됩니다. 세액은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액에, 고정자 

산세는 1.4％, 도시계획세는 0.2％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경자동차세 

담당창구 과세과 ☎50-1128 

 4월 1일 현재, 원동기가 달린 자전거, 경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이륜소형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에게 

과세됩니다. 오토바이 등을 구입하거나 양도 받았을 

때, 폐차하거나 시외로 전출할 때는 창구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세 

담당창구 국민연금과 ☎50-1134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에 국민건강보험세(의료 

분・지원금분)가 과세됩니다. 또, 국보가입자로 40 세 

부터 64 세까지 해당되는 분이 있을 경우, 개호분이 

더해집니다. 

 

보험료 

■요양보험과 

담당창구 과세과 ☎50-1219 

 보험료는 주민세 과세 상황과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 

다. 

○65 세 이상（제 1호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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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険料は、老齢・退職・遺族・障害年金などの公的

年金額が年間 18万円以上の方は年金から天引きされま

す。 

それ以外の方は個別に納めます。 

○40歳以上 65歳未満（第 2号被保険者） 

 加入している公的医療保険（健康保険、国民健康保

険、共済組合など）の保険料の一部として一括して徴

収されます。 

 

■後期高齢者医療保険料 

担当窓口 国保年金課 ☎50-1133 

 後期高齢者医療保険に加入する全ての方に保険料

（所得割・均等割）がかかります。原則年金から天引

きされます。 

 

税の諸証明 

担当窓口 課税課 ☎50-1128／収税課 ☎50-1129 

 市税に関する証明書が必要なときは、本人（または

本人と同居の親族）が申請してください。代理人によ

る申請には委任状が必要となります。免許証などの本

人確認ができるものをお持ちください。郵送による証

明書申請もできます。 

 

市税等の納期カレンダー 

担当窓口 収税課 ☎50-1129 

市民税・県民税（普通徴収

分） 

6月 8月 10 月 1 月 

固定資産税・都市計画税 4月 7月 9 月 12 月 

軽自動車税 5月    

後期高齢者医療保険料（普

通徴収分） 

7 月から翌年 2 月まで毎月 

 

口座振替をご利用ください 

担当窓口 収税課 ☎50-1129 

 納付は便利な口座振替をご利用ください。手続きは

市内の金融機関・農協・郵便局の窓口、収税課ででき

ます。手続きの際には預金通帳・通帳届出印をお持ち

ください。 

 

 

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でも納付できます 

担当窓口 収税課 ☎50-1129 

 税金・保険料は、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以下「コ

ンビニ」）でも納付できます。コンビニでは、休日も含

め営業時間内であればいつでも納付できます。 

 보험료는, 노령・퇴직・유족・장해연금 등, 공적 연금 

액이 연간 18 만엔 이상인 분은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그 이외의 분은 개별로 납부합니다. 

○40 세 이상 65세 미만（제 2 호 피보험자） 

 가입해 있는 공적의료보험(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공제조합 등) 보험료의 일부로 일괄해서 징수됩니다.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 

담당창구 국민연금과 ☎50-1133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분에게 보험료 

(소득할・균등할)가 부과됩니다.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세금 관련 제증명 

담당창구 과세과 ☎50-1128／징세과 ☎50-1129 

 시세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본인(또는 본인 

과 동거하는 친족)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인에 의한 신청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면허증 등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도 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세 등 납기 달력 

담당창구 징세과 ☎50-1129 

시민세・현민세 

（보통징수분） 

6 월 8 월 10 월 1 월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4 월 7 월 9 월 12 월 

경자동차세 5 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 

(보통징수분） 

7 월부터 다음해 2 월까지 

매월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십시오 

담당창구 징세과 ☎50-1129 

  납부는 편리한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십시오. 절차는 

시내 금융기관・농협・우체국 창구, 징세과에서 가능합 

니다. 신청할 때는 예금통장 ・ 통장에 사용한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담당창구 징세과 ☎50-1129 

 세금 ・ 보험료는 편의점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는 휴일을 포함해 영업시간 이내는 

언제든지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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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収税課窓口は、納税相談などにより混雑する場合が

ありますので、納付書をお持ちの方は、金融機関、農

協、郵便局やコンビニでの納付にご協力ください。 

 コンビニで納付できる税金・保険料の種類や、使用

できるコンビニ店舗などについては、お手持ちの納付

書を確認いただくか、収税課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징세과 창구는 납세 상담 등으로 인해 혼잡할 때가 

있으므로, 납부서를 지참하신 분은,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이나 편의점 납부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서 납부 가능한 세금 ・ 보험료의 종류와 

사용 가능한 편의점 점포 등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납부서를 확인하시거나, 징세과에 문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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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ども・子育て支援 
 

어린이・육아지원 

保育所・認定こども園 

担当窓口  こども支援課 TEL 50-1203 

 

■市立保育所 

 昼間働いていたり、病気などでお子さんを保育できな

い保護者に代わって保育するところです。 

入所手続きなどは子育て支援課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

い。4 月新規入所については広報とうがねでお知らせし

ます。 

《開所時間》月曜日から土曜日 

［平日］午前 7時～午後 7時 

［土曜日］午前 7時～午後 4時 

《保育料》 

○通常保育  世帯の課税状況に基づいて負担 

○時間外保育 月～金曜日＝ 30 分月額 500円 

       土曜日＝ 30 分月額 100 円 

 

保育所名 所在地 電話番号 

第１保育所 東金 194-2 0475-52-2549 

第２保育所 田間 3-14-6 0475-52-2505 

第３保育所 前之内 6-1 0475-58-3908 

第４保育所 関内 724 0475-58-3150 

第５保育所 砂古瀬 476-1 0475-54-1539 

 

 

■私立認定こども園 

ユニヴァーサル雙葉学園保育舎 幸田 680-1 

 TEL 55-2928 

 保育所と幼稚園の機能を併せ持つ施設です。保育所部

分を利用できるのは、保護者が昼間働いていたり、 

病気などでお子さんを保育できない方に限られます。 

 保育時間・保育料は東金市立保育所と同じです。入園

の手続きなどは直接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小規模保育施設 

市の認可を受け、0 歳児から 2 歳児を対象に定員 6 

人以上 19 人以下で、家庭的保育に近い雰囲気のも

と、保育を行う施設です。時間外保育および一時的保

育の料金については、各施設に直接ご確認ください。 

 

 

 

 

 

 
보육원・인정 어린이집 

담당창구  어린이지원과  ☎ 50-1203 

 

■시립보육원 

 주간에 일을 하거나 질병 등으로 아이를 보육할 수 

없는 보호자를 대신해 보육하는 곳입니다. 

입소 절차는 어린이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월 신규 입소는 홍보도가네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개원 시간》월요일에서 토요일 

［평일］오전 7 시~오후 7 시 

［토요일］오전 7 시~오후 4 시 

《보육료》 

○통상보육    가구별 과세 상황에 따라 부담 

○시간 외 보육 월~금요일＝30 분 월 500 엔  

                토요일＝30 분 월 100 엔 

 

보육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제 1 보육원 도가네 194-2 0475-52-2549 

제 2 보육원 다마 3-14-6 0475-52-2505 

제 3 보육원 마에노우치 6-1 0475-58-3908 

제 4 보육원 세키우치 724 0475-58-3150 

제 5 보육원 이사고제 476-1 0475-54-1539 

 

 

■ 사립 인정 어린이집 

유니버셜 후타바학원보육사 고타 680-1  

☎ 55-2928 

 보육원과 유치원 기능을 겸한 시설입니다. 보육 

원의 부분 이용이 가능한 것은, 보호자가 주간에 

일을 하거나 질병 등으로 아이를 보육할 수 없는 

분들로 한정됩니다. 

 보육시간・보육료는 도가네 시립 보육원과 동일 

합니다. 입소 절차 등은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소규모 보육시설 

시의 인가를 받아, 0 세에서 2 세아를 대상으로 정원 

6 인 이상 19 이 이하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시간 외 보육 및 일시적인 

보육 요금은 각 시설에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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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設名 所在地 

小規模保育まりんキッズ 

 

東岩崎 25-4 大野ビル 1F 

小規模保育まりんキッズ

第 2園 

東岩崎 25-4 大野ビル 2F 

託児ルームぐるんぱ 家徳 221-9 

東金さくら保育園 東金 1321-4 

東金第 2 さくら保育園 東新宿 10 -16 

ときがね保育園 東金 1391-2 

いちご保育園 東岩崎 2-10 

 

■一時的保育事業 

 一時的に子どもの面倒をみられないときなどに、日単

位でお子さんをお預かりします。 

 詳しくは実施園（第 4保育所・ユニヴァーサル雙葉学

園）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子育て支援事業 

 保育所を拠点として園庭開放や各種講座を開催して

います。開催日などは広報とうがねなどでお知らせしま

す。詳しくは各保育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시설명 소재지 

소규모 보육 마린키즈 히가시이와자키 25-4 

오노빌딩 1층 

소규모 보육 마린키즈 

제 2원 

히가시이와자키 25-4 

오노빌딩 2층 

탁아룸 구룬파 이에도쿠 221-9 

도가네사쿠라보육원 도가네 1321-4 

도가네제 2사쿠라보육원 히가시신주쿠 10 -16 

도키가네보육원 도가네 1391-2 

이치고보육원 히가이이와자키 2-10 

 

■일시적 보육사업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하루 

단위로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시원（제 4 보육원・유니버셜후 

타바학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지원사업 

 보육원을 거점으로 정원 개방과 각종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일 등은 홍보도가네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각 보육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幼稚園 

担当窓口 学校教育課  ℡50-1184 

 

■市立幼稚園 

 入園などについては各幼稚園または学校教育課へお

問い合わせください。4 月新規入園については広報とう

がねでお知らせします。 

《保育時間》月～金曜日 

○ 3歳児   午前 9時～午後 1時 30 分 

○ 4・5歳児 午前 9時～午後 2時 

※新入園児には慣らし期間があります。 

《保育料》世帯の課税状況に基づいて負担（給食費・教

材費別途） 

 

幼稚園名 所在地 電話番号 

東金幼稚園 東金 1122-1 52-3421 

城西幼稚園 台方 131-1 52-2519 

丘山幼稚園 丹尾 4-2 54-0342 

正気幼稚園 広瀬 141-1 58-5047 

公平幼稚園 道庭 360 52-3368 

源幼稚園 極楽寺 845-10 55-9778 

嶺南幼稚園 堀上 947-2 54-1479 

大和幼稚園 西福俵 66 50-7612 

 

 

 
유치원 

담당창구 학교교육과  ☎ 50-1184 

 

■시립유치원 

 입원 등에 관한 내용은 각 유치원, 또는 학교 교육 

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월 신규 입원은 홍보 

도가네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보육시간》월～금요일 

○ 3 세아   오전 9 시~오후 1 시 30 분 

○ 4・5 세아  오전 9 시~오후 2 시 

※신입원아는 적응기간이 있습니다. 

《보육료》가구별 과세 상황에 따라 부담 

（급식비・교재비 별도） 

 

유치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도가네유치원 도가네 1122-1  52-3421  

조사이유치원 다이카타 131-1  52-2519  

오카야마유치원 단노 4-2  54-0342  

마사키유치원 히로세 141-1  58-5047 

고헤이유치원 도니와 360 52-3368 

미나모토유치원 고쿠라쿠지 845-10 55-9778 

레이난유치원 호리아게 947-2 54-1479 

야마토유치원 니시후쿠타와라 66 50-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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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立幼稚園 

ときがね幼稚園  東金 1391  ℡ 52-2733 

ユニヴァーサル雙葉学園幼稚園 

         幸田 680-1 ℡ 52-8680 

詳しくは直接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私立幼稚園就園奨励費補助 

 市外の私立幼稚園に就園する満 3～5 歳児を持つ保護

者に対し、世帯の市民税額に応じて入園料・保育料の一

部を助成しています。申請書類は幼稚園を通じて 6月に

配布します。 

 

■사립유치원 

도키가네유치원  도가네 1391  ☎ 52-2733 

유니버셜후타바학원 유치원  

고타 680-1 ☎ 52-8680  

자세한 것은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취원 장려비 보조 

 시외의 시립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 세의 아이가 

있는 보호자에게, 가구별 시민세액에 따라 입원료・

보육료의 일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유치 

원을 통해 6 월에 배부합니다. 

 

病後児保育 

担当窓口  こども課 TEL 50-1203 

 病気の回復期にあり、他の児童との集団生活が困難な

児童を一時的に預かります。 

《保育児童》 

生後７か月から小学３年生までの児童 

《保育時間》 

平日の午前８時～午後６時（木曜日は午後５時まで）

 土・日曜日休祝日およ

び年末年始は利用できません。平日でも施設の都合によ

り利用できない日があります。 

《申し込み》  

実施医院 りゅうクリニック（田間 1285-2） 

病後児保育施設チョコ丸 ☎080-6797-2915 

 

 
병후 아동 보육 

담당창구  어린이지원과 ☎ 50-1203 

 질병 회복기에 있어 다른 아동과 집단생활이 

곤란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돌봐드립니다. 

《보육아동》 

생후７개월에서 초등학교 3 학년까지의 아동 

《보육시간》 

평일 오전 8 시～오후 6시（목요일은 오후 5 시까지） 

토 ・ 일요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평일에도 시설의 사정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신청》  

실시 의원 류클리닉（다마 1285-2） 

병후 원아 보육시설 초코마루 ☎080-6797-2915 

 

小・中学校 

担当窓口  学校教育課  ℡50-1184 

 

■小・中学校への入学 

 新しく小学校に入学する児童の保護者へ、就学時健康

診断のご案内を 9月に郵送します。 

入学通知書は 1 月末に送付（中学校については学校で配

布）します。 

 

■転校・転学 

 在籍校から転校に必要な書類を交付してもらい、学校

教育課（市外の場合は転校先の教育委員会）で手続きを

してください。 

 

■就学援助制度 

 経済的理由で就学が困難と認められる児童・生徒に、

学用品代・給食費などの費用の一部が援助されます。担

任の先生または学校教育課にご相談ください。 

 

 

 
초 ・ 중학교 

담당창구  학교교육과  ☎ 50-1184 

 

■초・중학교 입학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보호자에게 취학 시 

건강진단 안내를 9 월에 우송합니다. 

입학통지서는 1 월말에 송부（중학교는 학교에서 

배부）합니다. 

 

■전교・전학 

 재적하고 있는 학교에서 전학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학교교육과（시외의 경우에는 전학하는 학교 

소재지의 교육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취학원조 제도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아동・

학생에게 학용품비・급식비 등의 일부가 보조됩니다.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교육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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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校名 所在地 電話番号 

東小学校 田間 1188-2 52-2411 

鴇嶺小学校 東岩崎 24-1 52-3402 

城西小学校 台方 74-2 52-4168 

丘山小学校 丹尾 4-2 52-2413 

正気小学校 家徳 34-1 58-5055 

豊成小学校 関内 550-1 58-3159 

福岡小学校 砂古瀬 422-1 52-5361 

源小学校 上布田 385 55-9613 

日吉台小学校 日吉台 2-32-1 55-5868 

東金中学校 堀上 111 52-4195 

東中学校 田間 953-1 54-2181 

西中学校 台方 1327-1 55-5876 

北中学校 日吉台 1-20 50-2288 
 

학교명  주소지 전화번호 

히가시초등학교 다마 1188-2 52-2411 

도키가네초등학교 히가시이와사키 24-1 52-3402 

조사이초등학교 다이카타 74-2 52-4168 

오카야마초등학교 단노 4-2 52-2413 

마사키초등학교 가토쿠 34-1 58-5055 

도요나리초등학교 세키우치 550-1 58-3159 

후쿠오카초등학교 이사고제 422-1 52-5361 

미나모토초등학교 가미후다 385 55-9613 

히요시다이초등학교 히요시다이 2-32-1 55-5868 

도가네중학교 호리아게 111 52-4195 

히가시중학교 다마 953-1 54-2181 

니시중학교 다이카타 1327-1 55-5876 

기타중학교 히요시다이 1-20 50-2288 
 

学童クラブ 

担当窓口  こども課 TEL 50-1203 

 保護者が就労などで昼間家庭にいない、市内の小学校

に通う児童を放課後お預かりします。4 月新規募集につ

いては広報とうがねでお知らせします。 

すべての小学校区で実施しています。 

 

 
학동클럽 

담당창구  어린이지원과  ☎ 50-1203 

보호자가 취로 등으로 주간에 집에 없을 경우, 시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방과 후 돌봐드립니다. 4 월 

신규 모집은 홍보도가네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모든 초등학교 구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児童館 

東金市東岩崎 1-20 TEL50-1235 

 遊びをとおして児童の健康を増進し、情操を豊かにす

ることを目的とした施設です。 

 子どもたちが自由に来て遊ぶことができます。 

《開館時間》 午前 9 時～午後 5時 

《休館日》 

月曜日、祝日（月曜日が祝日の場合火曜日も休館）、年

末年始 

《利用できる方》 

市内在住の 0 歳から 18 歳未満の児童およびその保護者

（小学校就学前の児童は保護者の付き添いが必要です） 

 

 
아동관 

도가네시 히가시이와사키 1-20 ☎ 50-1235 

 놀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고, 풍부한 정서 

함양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입니다. 

 아동들이 자유롭게 와서 놀 수 있습니다. 

《개관시간》 오전 9 시~오후 5 시 

《휴관일》 

월요일, 경축일(월요일이 경축일일 경우 화요일도 

휴관), 연말연시 

《이용 가능한 분》 

시내에 사는 0 세부터 18 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보호자（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은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ファミリー・サポート・センター 

担当窓口  児童館内 TEL 50-1251 

 子どもを預けたい方（依頼会員）と子どもを預かれ

る方（提供会員）が会員となって、地域で助け合う組

織です。主な活動は保育施設・学校などの送迎および

預かり、家庭での育児サポートなどです。ご利用にあ

たってはあらかじめ会員登録（無料）が必要です。利

用の仕方など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패밀리지원센터 

담당창구  아동관내  ☎ 50-1251 

 아이를 맡기고 싶으신 분（의뢰회원）과 아이를 

돌보아 주실 분（제공회원）이 회원이 되어, 지역에서 

서로 도와주는 조직입니다. 주된 활동은 보육시설・

학교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등, 맡아서 돌봐주는 

가정에서 하는 육아지원입니다. 이용시에는 사전에 

회원등록(무료)이 필요합니다.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暮らしの便利帳 東金 2017 P61-63 子育て支援 

子育て支援に関する手当など 

担当窓口 こども課 ☎ 50-1202 

 

■児童手当 

 中学校 3年生までのお子さんを育てている方に支給さ

れます。 

ただし、一定の所得制限があります。 

 

■児童扶養手当 

 父または母と生計を別にしている児童、もしくは父ま

たは母が重い障害を持つ児童を養育する父母または養

育者に手当が支給されます。要件や支給額など詳しくは

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子ども医療費の助成 

 中学校 3年生までの子どもに関する医療費の一部を助

成します。申請により交付する子ども医療受給者証を医

療機関で提示してください。 

 

■ひとり親家庭等医療費等助成 

 母子家庭や父子家庭などの保護者と子の保険診療に

かかった医療費の一部を助成します。ただし、一定の所

得制限があります。 

 

■母子寡婦福祉資金 

 千葉県では母子家庭、寡婦の経済的自立を応援するた

め貸付けを行っています。詳しくはこども課へお問い合

わせください。（修学資金、修業資金、就職支度資金、

就学支度資金など） 

 

 
양육지원에 관한 수당 등 

담당창구 어린이지원과  ☎ 50-1202 

 

■아동 수당 

 중학교 3 학년까지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단, 일정한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아동부양 수당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는 아동이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심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또는 양육자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요건이나 지급액 등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 

 

■자녀 의료비 조성 

 중학교 3 학년까지의 자녀에 대해 의료비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신청에 따라 교부하는 자녀 의료수급자증 

을 의료 기관에 제시해 주십시오. 

 

■ 한부모가정 의료비 조성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등, 보호자와 아이의 보험 

진료에 든 의료비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단, 일정한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 모자 미망인 복지자금 

지바현에서는 모자가정, 미망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어린이지원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수학자금, 수업자금, 취직준비자금, 취학준비자금 

등) 

 

相 談 

■家庭児童相談室 

 TEL 50-1168 

 子育て上の悩みや親子関係・虐待などの相談に応じて

います。相談室はこども課内にあります。 

 

 

■民生・児童委員 

 TEL 50-1233 

 子どもの問題で困っていたり、心配ごとのある方はご

相談ください。お近くの委員については社会福祉課へお

問い合わせください。 

 

■子育て相談 

 TEL 54-1197 

 発達に心配のあるお子さんの子育て相談を簡易マザ

ーズホームで行っています。 

 
상담 

■ 가정아동상담실 

☎ 50-1168 

 양육에 대한 고민이나 부모자식 관계・학대 등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은 어린이지원과 내에 

있습니다. 

 

■ 민생・아동위원 

 ☎ 50-1233 

 아이문제로 힘들어하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상담해 주십시오. 가까운 곳의 위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양육 상담 

 ☎ 54-1197 

 발달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상담을 

‘간이마더즈홈’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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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庭教育相談 

 TEL 54-0783 

 いじめや不登校、子育てなど教育問題についての相談

に電話や来室で応じています。 

 

■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 

 各中学校に配置しています。小・中学校のお子さんの

カウンセリングを希望するときは、中学校に申し込んで

ください。 

 

■子どもと親の相談員 

 各小・中学校に配置しています。児童・生徒の教育相

談や介助、支援活動を行っています。 

 

■適応指導教室（ハートフルさんぶ東金教室） 

TEL54-0367 

 不登校の小・中学生を対象に、適応指導教室を週 5日

開級しています。詳しくは担任の先生などに相談してく

ださい。 

 

■ 가정교육 상담 

☎ 54-0783 

 따돌림과 등교거부, 양육 등의 교육 문제에 관한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학교 카운셀러 

  각 중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  중학생 

자녀의 상담을 원하실 때는 중학교에 신청해 

주십시오. 

 

■ 자녀와 부모의 상담원 

  각 초・중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동・학생의 

교육상담과 돌보기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적응지도교실(하트풀 산부도가네교실) 

 ☎ 54-0367 

 등교를 거부하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적응지도 

교실을 주 5 일 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임 

선생님께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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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介護保険 
 

복지・양호보험 

障害者手帳 

担当窓口 社会福祉課 ☎ 50-1167 

 障害のある方に交付される手帳で、障がいの程度によ

る区分があります。 

《手帳の種類》 

身体障害者手帳、療育手帳、精神障害者保健福祉手帳 

 

 
장애자 수첩 

담당창구  사회복지과 ☎ 50-1167 

 장애가 있는 분에게 교부하는 수첩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수첩의 종류》 

신체장애인 수첩, 요육(치료교육) 수첩,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 

障がいのある方へのサービス・支援 

担当窓口 社会福祉課 ☎ 50-1167 

 それぞれのサービスの対象者は、障がいの種別と程

度、所得などによって異なりますのでお問い合わせくだ

さい。 

 

■障害福祉サービス・地域生活支援事業 

 ホームヘルプ、重度訪問介護、行動（同行）援護、重

度障害者等包括支援、短期入所、療養介護、生活介護、

施設入所支援、自立訓練（機能訓練・生活訓練）、就労

移行支援、就労継続支援、グループホーム、児童発達支

援、放課後デイサービス、移動支援、地域活動支援セン

ター、コミュニケーション支援、日中一時支援、補装具

費支給、日常生活用具給付、運転免許取得費助成、自動

車改造費助成等 

 

■手当等 

 特別障害者手当、障害児福祉手当、特別児童扶養手当、

在宅重度知的障害者およびねたきり身体障害者福祉手

当、心身障害者扶養年金制度 

 

■医療費の助成 

 重度心身障害者（児）の医療費助成、自立支援医療（育

成医療・更生医療・精神通院）の給付 

 

■公共料金などの割引 

 旅客鉄道乗車料金（ＪＲ）、バス乗車運賃、タクシー

料金、国内航空運賃、有料道路の通行料金、ＮＨＫ放送

受信料、携帯電話料金 

 

 
장애가 있는 분에 대한 서비스・지원  

담당창구 사회복지과 ☎ 50-1167 

 각각의 서비스 대상자는, 장애 종별과 정도, 

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해 주십시오.  

 

 

■장애 복지서비스・지역생활 지원사업 

홈헬퍼, 중도방문개호, 행동（동행）보살핌, 

중도장해인 포괄지원, 단기 입소, 요양개호, 생활 

개호, 시설입소지원, 자립훈련(기능훈련・생활훈련), 

취로이행지원, 취로계속지원, 그룹 홈, 아동발달지원, 

방과 후 데이서비스, 이동지원, 지역활동 지원센터, 

커뮤니케이션지원, 반나절 일시지원, 보장구비 지급, 

일상생활용구 지급, 운전면허 취득비 조성, 자동차 

개조비 조성 등 

 

■수당  

 특별장애인수당, 장애아복지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재택중도지적장애인 및 거동할 수 없는 신체장애인 

복지수당, 심신장애인 부양연금제도 

 

■의료비 조성 

중도심신장애인(아)의 의료비조성, 

자립지원의료(육성의료・갱생의료・정신통원) 급부 

 

■공공요금 할인 

  여객철도승차요금（JR）, 버스승차운임, 택시요금, 

국내항공운임,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ＮＨＫ방송수신료, 휴대전화요금  

障がい者の税金 

■所得税・市県民税控除 

担当窓口 課税課 ☎ 50-1128 

 障がい者本人や障害者を扶養している方などに対し

て、所得の控除があります。 

 

 

 
장애인의 세금 

■소득세・시현민세 공제 

담당창구 과세과 ☎ 50-1128 

 장애인 본인과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분에 

대해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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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動車税・自動車取得税の減免 ／軽自動車税の減

免 

 一定の要件を満たす障がい者本人または生計を同一

にする方の自動車税などを減免する制度です。 

○普通自動車 東金県税事務所 ☎ 54-0223 

○軽自動車  課税課 ☎ 50-1128 

 

■자동차세・자동차취득세 감면／경자동차세 감면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분의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자동차 도가네현세사무소 ☎ 54-0223 

○경자동차  과세과 ☎ 50-1128 

 

障害者（児）支援施設 

担当窓口 社会福祉課 ☎ 50-1167 

■東金市福祉作業所 

 在宅の心身障がい者で雇用されることが困難な方に

対し、就労の機会を与え、生活指導を行い、自立を促す

ための施設です。 

 

■東金市簡易マザーズホーム 

 心身の発達に心配のある児童に対し、日常生活の基本

動作の指導や集団生活への適応訓練などを行う施設で

す。就学前の児童は保護者の同伴が必要です。子育て相

談も受けています。 

 

 
장애인(아) 지원시설 

담당창구 사회복지과 ☎ 50-1167 

■도가네시 복지작업소 

재택 심신장애인으로 고용되기 어려운 분에게 

취로의 기회를 주고, 생활지도를 하여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도가네시 간이 마더즈 홈 

심신 발달이 염려되는 아동에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지도하거나 집단생활의 적응훈련 등을 

하는 시설입니다. 취학 전의 아동은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社会福祉協議会で申し込むサービス 

 詳しくは市社会福祉協議会 ☎ 52-5198 へお問い合

わせください。 

 

■市社会福祉協議会 

 福祉カー貸出サービス、ふれあい移動サービス、ささ

えあいサービス（友愛訪問）、福祉テレホンサービス（電

話訪問）、福祉用具貸出サービス（車いす・松葉杖・エ

アマット）、ふれあい物品貸出サービス（ポップコーン

機・かき氷機・わたあめ機・輪投げ・テント・発電機・

ポータブルアンプ・高齢者擬似体験セット・点字器・

OHP・スクリーン・難聴者用磁気グループシステム・マ

イクロバス）、東金市福祉資金の貸付、ボランティア支

援、心配ごと相談、専門（弁護士）相談 

 

■県社会福祉協議会 

 生活福祉資金（総合支援資金、福祉資金、教育支援資

金、不動産担保型生活資金）の貸付、臨時特例つなぎ資

金の貸付 

 

■千葉県後見支援センター（とうがね後見支援センタ

ー） 

 福祉サービス利用援助、日常的財産（金銭）管理サー

ビス、財産保全サービス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신청하는 서비스  

 자세한 것은 시사회복지협의회 ☎ 52-5198 로 

문의해 주십시오. 

 

■시사회복지협의회 

복지차 대출서비스,후레아이 이동서비스, 

사사에아이서비스(우애방문), 

복지전화서비스(전화방문), 복지용구 

대출서비스(휠체어・목발・에어매트), 후레아이물품 

대출서비스(팝콘기・빙수기・솜사탕기・고리던지기・

텐트・발전기・포터블앰프・고령자 유사체험세트・

점자기・OHP・스크린・난청자용 자기그룹시스템・

마이크로버스), 도가네시 복지자금대출, 

자원봉사지원, 고민상담, 전문(변호사)상담 

 

■현사회복지협의회 

생활복지자금(종합지원자금, 복지자금, 

ㄱ육지원자금, 부동산담보형 생활자금)의 대출, 

임시특례 연결자금대출 

 

■지바현 후견지원센터（도가네 후견지원센터） 

복지서비스 이용원조, 

일상적재산(금전)관리서비스・재산보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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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に困っている方の福祉 

■民生・児童委員  

担当窓口 社会福祉課 ☎ 50-1233 

 生活上でさまざまな困難が生じたときの相談相手や、

行政や関係機関とのパイプ役を務めています。お近くの

委員については社会福祉課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生活保護  

担当窓口 社会福祉課  ☎ 50-1166 

 病気や事故など何らかの理由で収入が少なく生活に

困っている方に、最低限度の生活を保障する制度です。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복지  

■민생・아동위원 

담당창구  사회복지과 ☎ 50-1233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상담 상대와, 행정이나 관계기관과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생활보호 

담당창구  사회복지과  ☎ 50-1166 

 질병이나 사고 등, 무슨 이유로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高齢者支援 

■高齢者へのサービス 

担当窓口 高齢者支援課 ☎50-1165 

 紙おむつ支給、あんしん電話（緊急通報装置）の貸出

し、はり・きゅう・マッサージ等の施術費用助成、軽度

生活援助サービス、短期入所などがあります。詳しくは

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老人福祉センター 

東金市東金 1717-1 ☎ 52-2920 

 仲間づくり、生きがい・レクリエーション活動、健康

増進のために活動しています。 

 

■シルバー人材センター 

東金市道庭 1193-80 ☎ 58-1888 

 健康で働く意欲のある高齢者へ臨時的短期的な仕事

を提供しています。 

 

 
고령자지원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담당창구  고령자지원과  ☎ 50-1165 

 종이기저귀 지급, 안심전화(긴급통보장치)대여, 

침 ・ 뜸 ・ 마사지 등의 시술비용 조성, 경도의 

생활원조서비스, 단기보호센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센터 

도가네시 도가네 1717-1  ☎ 52-2920 

 친구 만들기, 의욕・ 레크레이션활동, 건강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버인재센터 

도가네시 도니와 1193-80  ☎ 58-1888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에게 임시적, 

단기적인 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介護保険制度 

担当窓口 高齢者支援課 ☎ 50-1219 

 40 歳以上のすべての方が加入者となって保険料を出

し合い、介護が必要となったときに要介護認定を受けて

介護サービスを利用する制度です。加入者は、65歳以上

の方（第１号被保険者）と 40 歳から 64 歳までの方（第

２号被保険者）に区分され、要介護認定申請を行うとき

や保険料の負担の仕方が異なります。 

 

■介護サービスを受けるには 

 高齢者支援課へ「要介護（要支援）認定」の申請をし

てください。「訪問調査」や「主治医の意見書」をもと

に該当・非該当を決定します。結果によって受けられる

サービスが変わります。 

 

 
양호보험제도  

담당창구 고령자지원과   ☎ 50-1219 

 40 세 이상인 분이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각출하여, 요양 보호가 필요할 때 요양 인정을 받아 

요양 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65 세 이상인 분(제 1 호 피보험자)과 40 세에서 

64 세까지인 분(제 2 호 피보험자)으로 구분되며, 

요양인정 신청과 보험료 부담 방법이 다릅니다.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으려면 

 고령자지원과에 「요양 

필요（요지원）인정」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조사」와「주치의 의견서」를 근거로 해당・

비해당을 결정합니다. 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暮らしの便利帳 東金 2017 P64-66 福祉・介護保険 

○要介護認定の方 

 ケアマネジャーの作成するケアプランに基づき、訪問

介護や通所介護、ショートステイ、福祉用具貸与などの

在宅サービス、住宅改修費や福祉用具購入費の支給、介

護老人福祉施設などの施設サービスが受けられます。 

○要支援認定の方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作成するケアプランに基づ

き、ショートステイ、福祉用具購入費の支給などの介護

予防サービス、訪問型通所サービスが受けられます。 

 

 

○요양보호 인정자 

 케어매니저가 작성한 케어플랜에 근거해, 

방문요양과 시설방문서비스, 단기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대여 등의 재택서비스, 주택개수비 및 

복지용구 구입비 지급, 노인요양 복지시설 등의 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지원 인정자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작성한 케어플랜에 근거해, 

단기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비 지급 등의 

방문요양서비스, 방문형 시설이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地域支援事業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 

担当窓口 高齢者支援課 ☎50-1248 

 高齢者の方に関する様々な相談を受け付け、適切なサ

ービスや機関・制度の利用につなげるほか、虐待防止や

地域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要支援認定者のケアプラン

作成などの支援を行います。 

 

■一般介護予防事業 

担当窓口 高齢者支援課☎50-1165 

健康増進課 ☎50-1174 

 65 歳以上の方を対象に各種運動教室や介護予防をに

関する講演会などを実施しています。 

 

 
지역지원사업  

■지역포괄지원센터 

담당창구 고령자지원과  ☎ 50-1248 

고령자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접수해, 적절한 

서비스와 기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등, 학대방지와 지역네트워크를 만들어 요지원 

인정자의 케어플랜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일반요양보호 예방사업 

담당창구 고령자지원과  ☎ 50-1165 

         건강증진과   ☎ 50-1174 

 65 세 이상인 분을 대상으로 각종 운동교실과 

요양보호 예방에 관한 강연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相 談 

 

■要介護・支援認定などに対する苦情 

千葉県介護保険審査会 ☎043-223-2446 

 

■介護サービスに対する苦情 

千葉県国民健康保険団体連合会  ☎043-254-7428 

※介護保険におけるさまざまな事務手続きは保険者で

ある市町村が行っています。 

相談や不明な点がありましたら高齢者支援課へお問

い合わせください。 

 
상 담  

 

■요양보호・지원설정 등에 대한 고충 

지바현 개호보험심사회  ☎  043-223-2446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고충 

지바현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 043-254-7428 

※요양보험의 다양한 사무절차는 보험자인 

시정촌(市町村)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 고령자지원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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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康・保健 
 

건강・보건 

特定健診・各種検診 

■特定健診 

担当窓口健康増進課 TEL 50-1252 

 40 歳以上で市の国民健康保険に加入している方およ

び東金市在住の後期高齢者医療加入者が対象です。 

国保加入者で対象となる方全員に受診票を郵送します。

日程や内容などは広報とうがねでお知らせします。 

他の健康保険に加入している方は、各保険者へお問い合

わせください。 

 

 

■がん検診 

担当窓口 健康増進課 TEL50-1173・1174 

 がん検診は申込制です。申込期間や対象・費用は広報

とうがねでお知らせします。 

《種類》胃がん・大腸がん・子宮頸がん・乳がん（超音

波検査／マンモグラフィ） 

 

■その他の検診 

担当窓口 健康増進課 TEL50-1173・1174 

 胸部（結核・肺がん）検診、骨粗しょう症検診、成人

歯科検診があります。 

 

 
특정건강진단・각종검진  

■특정건강검진 

담당창구         건강증진과 ☎ 50-1252 

40 세 이상으로 시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및 

도가네시에 거주하는 후기고령자 의료가입자가 

대상입니다.  

국보가입자인 대상자 전원에게 검진표를 우송해 

드립니다. 일정과 내용 등은 홍보도가네에서 

알려드립니다.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각 

보험사에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검진 

담당창구  건강증진과 ☎ 50-1173・1174 

 암검진은 신청제입니다. 신청기간과 대상・비용은 

홍보도가네에서 알려드립니다. 

《종류》위암 ・ 대장암 ・ 자궁경부암 ・

유방암（초음파검사／맘모그라피） 

 

■그 밖의 검진 

담당창구  건강증진과 ☎ 50-1173・1174 

 흉부(결핵 ・ 페암)검진,골다공증검진, 성인 

치과검진이 있습니다. 

人間ドック利用助成  

担当窓口 国保年金課 

国民健康保険 TEL50-1250 ／後期高齢者医療 TEL 

50-1133 

 市では医療機関と契約し、35歳以上の市の国民健康保

険加入者と東金市在住の後期高齢者医療の加入者に対

して人間ドック受検費用の助成をしています。事前に利

用承認申請が必要です。他の健康保険へ加入している方

は、各保険者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닌겐 독(종합건강검진) 이용 조성  

담당창구  국보연금과 

국민건강보험☎ 50-1250／후기고령자의료☎ 50-1133 

시에서는 의료기관과 계약해, 35 세 이상의 시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도가네시에 거주하는 

후기고령자의료 가입자에게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용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각 

보험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健康づくり 

担当窓口 健康増進課 TEL 50-1174 

 ふれあいセンターでは健康相談、女性専用健康相談、

栄養相談、成人はみがき相談を行っています。 

 

 
건강만들기  

담당창구 건강증진과 ☎ 50-1174 

 후레아이센터에서는 건강상담, 여성전용 건강상담, 

영양상담, 성인 이닦기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高齢者の予防接種 

担当窓口 健康増進課 TEL50-1173 

■インフルエンザ 

 65 歳以上の方（一部の 60～64 歳の方を含む）へ費用

の一部を助成しています。接種時期、受け方などは健康

 
고령자 예방접종  

담당창구 건강증진과  ☎ 50-1173 

■인플루엔자 

65 세 이상인 분（일부 60～64 세인 분을 

포함）에게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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増進課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肺炎球菌ワクチン 

高齢者へ費用の一部を助成しています。接種時期、対

象年齢など詳しくは健康増進課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

い。 

 

접종시간, 접수방법 등은 건강증진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염구균백신 

고령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접종시간, 대상연령 등, 자세한 것은 건강증진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母と子の健康づくり 

担当窓口 健康増進課 TEL 50-1234 

■母子健康手帳 

 妊娠が分かったら、母子健康手帳の交付を受けてくだ

さい。手帳は、妊娠中からの母と子の健康状態などを記

録するものです。 

 

■母と子の健康のための健診 

○妊婦・乳児一般健康診査の助成 

 医療機関で受診する妊婦一般健康診査にかかる費用

を１人当たり 14 回、乳児一般健康診査にかかる費用を

１人当たり２回助成しています。助成額には上限がある

ため、自己負担が生じる場合もあります。助成を受ける

には、東金市で交付する妊婦・乳児健康診査受診票が必

要です。 

※市外から転入した方や、県外で受診したい方はお問い

合わせください。 

 

○乳幼児健康診査 

 4 か月児健診、１歳６か月児健診、２歳児歯科健診、

３歳児健診があります。対象となる方へ通知し、日程は

広報とうがねやホームページでもお知らせします。 

 

 

■妊婦と子どもの教室・相談 

 新米パパママ教室、のびっこ赤ちゃん教室、すくすく

育児相談を行っています。日程や場所は広報とうがねや

ホームページでお知らせします。 

 

■母子保健推進員 

 妊婦さんやお母さんの、より身近な育児の相談相手と

して、各地区に母子保健推進員がいます。妊婦さんや乳

児のいる家庭を全戸訪問します。 

 

■予防接種 

担当窓口 予防係 TEL 50-1173 

 実施日程・受け方などについては、「子どもの健康カ

レンダー」や広報とうがねでお知らせします。 

 

 

 

 
모자의 건강만들기  

담당창구  건강증진과☎ 50-1234 

■모자건강수첩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모자건강수첩을 

교부합니다. 수첩은, 임신 중 엄마와 아이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자의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임산부・유아 일반건강진단 조성 

 의료기관에서 검진하는 임산부 일반건강검사에 

드는 비용을 1인당 14회, 유아 일반건강검사에 드는 

비용을 1 인당 2 회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상한이 있으므로 자기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성을 받으려면 도가네시에서 교부하는 임산부 ・

유아 건강검사 검진표가 필요합니다. 

※시외에서 전입한 분과, 현외에서 검진하고 싶으신 

분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4 개월 아기 건강검진, １살 6 개월아이 

건강검진,,２세아 치과검진,３세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통지해 드리고, 일정은 

홍보도가네와 홈페이지에서도 알려드립니다. 

 

■임산부와 아이교실・상담 

초보 엄마 아빠교실, 쑥쑥 크는 아기교실, 

무럭무럭 육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정과 

장소는 홍보도가네와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립니다. 

 

■모자보건추진원 

 임산부와 아기 엄마의 보다 친근한 육아상담자로, 

각 지구에 모자보건추진원이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아가 있는 가정을 전부 방문합니다.  

 

■예방접종 

담당창구 예방계 ☎ 50-1173 

 실시일정 ・ 접수방법에 대해서는‘어린이건강 

캘린더’와 홍보도가네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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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しんワクチン 

 妊娠を予定する女性または妊娠している女性の夫に

対して、費用の一部を助成しています。対象年齢など詳

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풍진 백신 

 임신을 예정하고 있는 여성, 또는 임신한 여성의 

남편에게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상연령 등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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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涯学習・生涯スポーツ  평생학습・평생스포츠 

公民館 

学習活動や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場としてご利用く

ださい。 

 

■中央公民館（併東金公民館） 

東岩崎 1-20 TEL 50-1191 

《施 設》 講堂、会議室、調理室、和室など 

《利用時間》午前 9時～午後 9時 30分 

《使用料》 直接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地区公民館 

公民館名 所在地 電話番号 

公平公民館 家之子 885-3 52-1440 

丘山公民館 小野 101-4 54-1770 

大和公民館 田中 784-1 54-1330 

正気公民館 広瀬 482-6 58-5046 

豊成公民館 関内 564-3 58-3905 

福岡公民館 砂古瀬 426-1 52-5360 

源公民館 上布田 22-1 55-9100 

《施 設》 ホール、和室、調理室 

《利用時間》午前 9時～午後 9時 30分 

《使用料》 無料 

 

 
공민관 

학습활동과 커뮤니케이션 장소로 이용해 주십시오. 

 

 

■중앙공민관（겸 도가네공민관） 

히가시이와자키 1-20 ☎ 50-1191 

《시 설》 강당, 회의실, 조리실, 다다미방 

《이용시간》오전 9 시～오후 9 시 30 분 

《사용료》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지구공민관 

공민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고헤이공민관 이에노코 885-3 52-1440 

오카야마공민관 오노 101-4 54-1770 

야마토공민관 다나카 784-1 54-1330 

마사키공민관 히로세 482-6 58-5046 

도요나리공민관 세키우치 564-3 58-3905 

후쿠오카공민관 이사고제 426-1 52-5360 

미나모토공민관 가미후다 22-1 55-9100 

《시 설》 홀, 다다미방, 조리실 

《이용시간》오전 9 시～오후 9 시 30 분 

《사용료》무료 

東金図書館 

東金市東岩崎 1-1 TEL 50-1190  

《利用時間》 午前 9時～午後 5時 

※6月～8月、毎週火曜日は午後 7 時まで 

《休館日》 月曜日（月曜日が休祝日に当たるときは

翌平日）、第 3木曜日（館内整理日）、年末年始、蔵書

点検日 

 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予約蔵書検索や予約もでき

ます。（予約は登録が必要） 

 

 
도가네도서관  

도가네시 히가시이와자키 1-1 ☎ 50-1190  

《이용시간》 오전 9 시～오후 5 시 

※6 월～8 월, 매주 화요일은 오후 7 시까지 

《휴관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평일), 제 3 목요일(관내 정리일), 연말연시, 장서점검일 

 인터넷으로 예약 장서 검색과 예약도 가능합니다. 

(예약은 등록이 필요) 

 

 

ときめき 

担当窓口 生涯学習課 TEL 50-1187 

 東金・山武エリアの生涯学習情報誌として発行し、

市内・山武郡内の公共施設や商店、医療機関などに配

布しています。 

 年３回（２月、６月、10 月）発行します。 

 
도키메키 

담당창구 평생학습과 ☎ 50-1187 

 도가네・산무 영역의 평생학습정보지로 시내・산무군 

내의 공공시설과 상점, 의료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연 3 회(2 월, 6 월, 10 월)발행합니다. 

東金文化会館 

八坂台 1 丁目 2107-3 TEL 55-6211 

《施 設》 大ホール、小ホール、こども科学館、展

 
도가네문화회관  

야사카다이 1 초메 2107-3 ☎ 55-6211 

《시설》대홀, 소홀, 어린이과학관, 전시실,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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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室、会議室ほか 

《利用時間》 午前 9時～午後 9時 30 分（こども科学

館は午後 4時 30分まで） 

（申込受付は午前９時～午後５時） 

《休館日》 月曜日（月曜日が祝日の場合は水曜日）、

年末年始 催し物については広報とうがねに 

《使用料》直接お問い合わせだくさい。 

 催し物については広報とうがね,ホームページなど

でお知らせしています。 

HP http://www.tobunspo.or.jp 

 

외 

《이용시간》오전 9 시～오후 9 시 30 분（어린이과학관은 

오후 4 시 30 분까지） 

（신청서 접수는 오전９시～오후５시） 

《휴관일》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수요일）, 

연말연시 행사에 대해서는 홍보도가네에 

《사용료》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행사에 대해서는 홍보도가네, 홈페이지 등에서 

알려드립니다. 

HP http://www.tobunspo.or.jp 

 

スポーツ施設 

 休館・休場日の記載がない施設は月曜日（月曜日が

祝日の場合は水曜日）と年末年始が休館・休場日です。 

トレーニングセンター以外の使用料や申込方法は、す

べて東金アリーナ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HP http://www.togane-bunspo.or.jp/arena/ 

 

 

■東金アリーナ 

堀上 1361-1 TEL 50-1715 

《施 設》 メインアリーナ､サブアリーナ､武道場､ト

レーニングルーム､会議室、陸上競技場 

《利用時間》 午前９時～午後９時（陸上競技場は日

没まで） 

※申込受付は午前９時～午後８時 

 

■東金市家徳スポーツ広場 

家徳 260-1 TEL 55-6235 

《施 設》 多目的グラウンド、テニスコート（ いず

れもナイター可） 

《利用時間》 午前９時～午後９時 

 

■東金青年の森公園 

松之郷 186 TEL 54-0610 

《施 設》 野球場、テニスコート 

《利用時間》 午前９時～午後５時 

《休場日》 火曜日（火曜日が祝日の場合は水曜日）、

年末年始 

 

■東金市トレーニングセンター 

南上宿 40-10 TEL 55-8720 

《施 設》 トレーニング器具ほか体力測定、温水シ

ャワー完備 

《利用時間》 午前９時～午後９時 

 
스포츠시설  

 휴관・휴장일의 기재가 없는 시설은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수요일)과 연말연시가 휴관 ・

휴장일입니다. 

트레이닝센터 이외의 사용료와 신청방법은 전부 

도가네아리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P http://www.togane-bunspo.or.jp/arena/ 

 

■도가네아리나 

호리아게 1361-1 ☎ 50-1715 

《시설》메인아리나, 서브아리나､무도장, 트레이닝룸, 

회의실, 육상경기장 

《이용시간》오전９시～오후９시（육상경기장은 

일몰까지） 

※신청접수는 오전９시～오후 8 시 

 

■도가네시 이에도쿠스포츠광장 

이에도쿠 260-1 ☎ 55-6235 

《시설》 다목적 그라운드, 테니스코트 

（모두 저녁시간 가능） 

《이용시간》오전９시～오후９시 

 

■도가네 세이넨노모리공원 

마츠노고 186 ☎ 54-0610 

《시설》 야구장, 테니스코트 

《이용시간》 오전９시～오후５시 

《휴장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수요일)  

 

 

■도가네시 트레이닝센터 

미나미카미주쿠 40-10 ☎ 55-8720 

《시설》트레이닝기구 외 체력측정기, 온수샤워 완비  

《이용시간》오 

전９시～오후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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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活動 

担当窓口 企画課 TEL 50-1115 

■ボランティア・市民活動センター 

皆さんのボランティア活動・市民活動を支援する

ため、市は東金市社会福祉協議会と共同で、ふれあ

いセンターの 2階に「ボランティア・市民活動セン

ター」を設置しています。 

交流の場、作業やミーティング、情報収集など、

さまざまな用途で利用できます。皆さんの活発な活

動に、ぜひご活用ください。 

 

■市民提案型協働事業 

「協働」とは、市と市民活動団体や地域住民団体

などが対等な立場で協力して、より良いまちづくり

を進めていこうというものです。 

市は、平成 25年 10月策定の「東金市協働のまち

づくり指針」を踏まえ、『市民提案型協働事業』を

実施しています。 

これまでにさまざまな団体がその特性を活かし

て公共的な課題の解決に取り組んでいます。 

 

■こどものまちづくり活動 

市では、小学生から高校生までの生徒たちが東金に

対する愛着を深め、将来的に活躍し続けるまちづく

りの担い手に育ってほしいとの思いから、生徒たち

が自ら考え、実行する「こどものまちづくり活動」

を支援しています。生徒会や部活動などのグループ

が、自由な発想でまちづくりに取り組んでいます。 

 
시민활동 

담당창구  기획과 ☎ 50-1115 

■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 

 여러분의 자원봉사활동・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는 도가네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우레아이센터 2 층에 ‘자원봉사 ・ 시민활동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류 장소, 작업과 미팅, 정보수집 증,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에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제안형 협동사업 

 ‘협동’이란 시와 시민활동단체, 지역주민단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보다 나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헤이세이 25 년 10 월에 책정한 

‘도가네협동 마을만들기 지침’을 바탕으로 

“시민제안형 협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단체가 각자 특성을 살려 

공공적인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마을만들기 활동 

 시에서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이 

도가네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미래의 마을만들기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어린이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와 

서클활동 등의 그룹이 자유로운 발상으로 

마을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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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  교통 

交通機関 
 

교통기관 

交通機関名 問い合わせ 内容 

JR 東金線 
JR 大網駅 

☎ 72-0054 
大網駅で外房線に、成東駅で総武本線に接続しています。 

ちばフラワーバス（株） ☎ 82-2611 
成東・東金・東千葉メディカルセンター間と千葉・東京を結ぶバス路線

を運行しています。 

九十九里鉄道（株） ☎ 52-3161 

東金と九十九里・大網・八街・千葉を結ぶバス路線、東金駅と東千葉メ

ディカルセンターを結ぶバス路線を運行しています。 

JR 東金線最終電車後の外房線と接続する深夜バス（大網駅～東金駅

～求名駅）を毎週金曜日（祝日の場合は木曜日）に運行しています。 

小湊鉄道（株） 
白子車庫 

☎0475-33-2018 

大網駅と季美の森を結ぶ路線、季美の森と千葉、東京を結ぶバス路

線、東金駅と羽田空港を結ぶバス路線を運行しています。 

市内循環バス 企画課 ☎ 50-1196 
市役所、ふれあいセンターと福岡地区、豊成地区を結ぶバス路線を運

行しています。 

乗合タクシー  企画課 ☎ 50-1196 乗合タクシーの項目をご覧ください。 
 

 

교통기관명 문 의 내    용 

JR 도가네선 
JR 오아미역 

☎72-0054 

오아미역에서 소토보센에, 나루토역에서 소부혼센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지바플라워버스㈜ ☎82-2611 
나루토・도가네・히가시치바메디컬센터 사이와 지바・도쿄를 잇는 

버스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주쿠리철도㈜ ☎52-3161  

도가네와 구주쿠리・오아미・야치마타・지바를 잇는 버스노선, 

도가네역과 히가시지바메디컬센터를 잇는 버스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JR 도가네선 막차 이후, 소토보선과 접속하는 

심야버스(오아미역～도가네역～구묘역)을 매주 금요일(공휴일인 

경우는 목요일)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미나토철도㈜ 
시라코 차고 

☎0475-33-2018 

오아미역과 기미노모리를 잇는 노선, 기미노모리와 지바, 

도쿄를 잇는 버스노선, 도가네역과 하네다공항을 잇는 

버스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순환버스 
기획과   

☎50-1196 

시청, 후레아이센터와 후쿠오카지구, 도요나리지구를 잇는 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합택시 
기획과 

☎ 50-1196 
승합택시 항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東金市乗合タクシー 

担当窓口 企画課 ☎50-1196 

 買物や通院などの移動に便利な「乗合タクシー」

を市内全域で運行しています。乗合タクシーは利用

者の予約に応じて、利用者の自宅から市内公共施設、

病院・診療所、商業施設まで、同じ時間帯の利用を

希望した方と乗り合いで送迎する公共交通です。 

 発着場所は自宅、市内の主要施設などで、月曜日

～金曜日（休祝日、年末年始を除く）に運行してい

ます。利用には事前登録が必要です。詳しくはお問

 
도가네시 승합택시 

담당창구 기획과 ☎50-1196 

 쇼핑이나 통원 등의 이동에 편리한 ‘승합택시’를 시내 

전역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합택시는 이용자의 

예약에 따라 이용자의 자택에서 시내공공시설, 병원 ・

진료소, 상업시설까지, 같은 시간대에 이용하기를 원하는 

분과 합승하는 공공교통입니다. 타고 내리는 장소는 

자택, 시내주요시설 등으로,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에는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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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合わせください。 

《利用運賃》1 人 1 乗車につき高校生以上 400 円、

小中学生 200円、小学生未満無料 

※障害者手帳などをお持ちの方は提示により減額 

 

바랍니다. 

《이용요금》1인1승차당 고교생 이상400엔, 초중학생 

200 엔, 초등학생 미만 무료 

 

※장애자수첩을 가지신 분은 제시하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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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環境 
 

생활환경 

ごみ処理  

担当窓口 環境保全課 TEL 50-1170 

■分別方法・収集日 

 「家庭ごみの出し方」をご覧ください。新聞折り込み

で配布するほか、市役所や市が設置する公民館でお渡し

しています。 

 収集日の午前８時までに集積所に出してください。指

定ごみ袋以外で出されたごみ、分別されていないごみは

収集しません。指定ごみ袋は市内スーパーマーケット・

商店などで販売しています。 

 

 

■資源ごみ回収運動奨励金 

 古紙（新聞・雑誌・ダンボール・牛乳パック）、布類を

定期的に回収する市民団体（自治会・ＰＴＡなど） 

へ奨励金を交付します。金額は新聞紙、雑誌、段ボール、

牛乳パックは 1kg 当たり 3 円以内、布類は１kg 当たり

10 円以内で、実施する団体は環境保全課に登録が必要で

す。 

 

■資源ごみ回収保管庫設置事業費補助金 

 資源ごみ回収を実施する市内の登録団体が古紙類その

他の再生資源を一時的に保管する倉庫を購入および設置

に要する経費に補助金を交付します。１か所当たり 25 

万円以内。事前申し込みが必要です。 

 

 

■ごみ集積場設置補助金 

 ごみ集積場を設置または改修した場合、設置にかかる

費用の 3 分の 1（2 万 5千円限度）を補助します。事前申

し込みが必要です。 

 

■ごみの自己搬入 

 直接環境クリーンセンターに持ち込む方法（有料）が

あります。事前に環境クリーンセンターTEL55-9141 に確

認してください。 

《搬入受付時間》 

月～金曜日＝午前 8時 30分～11時 40 分、 午後 1時～4

時 40 分 

土曜日＝午前 8 時 30分～11 時 40分 

※年末年始を除きます。 

 

■粗大ごみ 

 粗大ごみは、各家庭からの申込み制による戸別収集（有

料）を実施しています。ごみ集積所に出しても収集され

ません。 

 
쓰레기처리  

담당창구  환경보전과 ☎ 50-1170 

■분리방법・수집일 

‘가정쓰레기 배출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끼워 넣어 전단지로 배부하는 이외에, 시청 또는 

시에서 설치한 공민관에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수집일의 오전 8 시까지 집적소에 버려주십시오. 

지정된 쓰레기봉투가 아닌 쓰레기, 분리되어 있지 

않은 쓰레기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쓰레기봉투는 시내 슈퍼마켓이나 상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회수운동 장려금 

 헌종이(신문 ・ 잡지 ・ 종이박스 ・ 우유팩), 의류를 

정기적으로 회수하는 시민단체 (자치회・PTA 등)에 

장려금을 교부합니다. 금액은 신문지, 잡지, 종이박스, 

우유팩은 1kg 당 3 엔 이내, 의류는 1kg 당 10 엔 

이내로, 실시하는 단체는 환경보전과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재활용 쓰레기 회수보관고 설치 사업비 보조금 

 재활용 쓰레기를 회수하는 시내의 등록된 단체가 

폐지를 비롯한 재생자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경비에 보조금을 

드립니다. 1 개소당 25 만엔 이내.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쓰레기집적장 설치 보조금 

 쓰레기집적장을 설치 또는 보수한 경우, 설치에 든 

비용의 일부 3 분의 1(2 만 5 천엔 한도)을 보조합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쓰레기 자기 반입 

 직접 환경클린센터에 가져오는 방법(유료)이 

있습니다. 사전에 환경클린센터 ☎ 55-9141 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 접수시간 》 

월～금요일＝오전 8 시 30 분～11 시 40 분, 

오후 1 시～4 시 40 분 

토요일＝오전 8 시 30 분～11 시 40 분 

※연말연시를 제외합니다. 

 

■ 대형쓰레기 

 대형쓰레기는 각 가정의 신청제에 의한 

호별수집(유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집적소에 내놓아도 수집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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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込》環境クリーンセンター TEL 50-5300 

《受付時間》月～金曜日午前 9時～午後 4 時 

※休祝日、年末年始を除きます。 

 詳しくは、毎年新聞折り込みで配布される「粗大ごみ

の出し方」をご覧ください。 

《신청》환경클린센터 ☎ 50-5300 

《접수시간》 월～금요일 오전 9 시～오후 4 시 

※공휴일, 연말연시는 제외합니다. 

 자세한 것은, 매년 신문 전단지로 

배부하는「대형쓰레기 배출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ごみのリサイクル  

担当窓口 環境保全課 TEL 50-1170 

■生ごみリサイクル 

 生ごみ堆肥化装置を購入する方に補助金を交付しま

す。助成額は購入金額の２分の１（２万５千円限度）で

事前申し込みが必要です。 

 

■リサイクル倉庫 

 ごみを資源として再生するためリサイクル倉庫を設置

しています。年末年始を除き、午前 8 時 30 分～午後 5

時に利用できます。 

《対象》ダンボール、雑誌、古本、新聞紙、布類（ふと

んは不可） 

《出し方》それぞれひもで十文字にしばり、自分で搬入

してください。 

《設置場所》市役所・公平公民館・丘山公民館・大和公

民館・正気公民館・豊成公民館・福岡公民館・源公民

館 

 

■テレビ・エアコン・冷蔵庫・洗濯機の処理 

 リサイクルの窓口となる家電小売店などにご相談くだ

さい。 

 

■パソコンの回収・処理 

 回収・処理などの相談は各パソコンメーカーへご相談

ください。 

《回収するメーカーがない場合》 

一般社団法人パソコン３Ｒ推進センター 

TEL 03-5282-7685  HP http://www.pc3r.jp/ 

 

 
쓰레기 리사이클  

담당창구  환경보전과 ☎ 50-1170 

■ 음식쓰레기 리사이클 

 음식쓰레기 퇴비화 장치를 구입하는 분께 보조금을 

드립니다. 조성액은 구입액의 2 분의 1(2 만 5 천엔 

한도)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리사이클 창고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리사이클 창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제외하고, 

오전 8 시 30 분～오후 5 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대상》종이박스, 잡지, 헌책, 신문지, 천 

종류（이불은 불가） 

《배출방법》각각 노끈으로 십자로 묶어, 직접 

반입해 주십시오. 

《설치장소》시청, 고헤이공민관, 오카야마공민관, 

야마토공민관, 마사키공민관, 토요나리공민관, 

후쿠오카공민관, 미나모토공민관 

 

■ 텔레비전・에어컨・냉장고・세탁기의 처리 

 리사이클을 실시하고 있는 가전제품 소매점 등에 

상담해 주십시오. 

 

■ 컴퓨터 회수・처리 

 회수・처리 등에 관한 상담은 각 컴퓨터 제조회사에 

상담해 주십시오. 

《회수할 제조회사가 없는 경우 》 

일반사단법인 컴퓨터３Ｒ 추진센터 

☎ 03-5282-7685  HP http://www.pc3r.jp/ 

 

省エネルギー 

担当窓口 環境保全課 ☎ 50-1170 

 住宅用太陽光発電システムを設置した方に補助金を交

付します。 

 

 
에너지 절약 

담당창구 환경보전과  ☎ 50-1170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한 분에게 보조금을 

드립니다.  

 

環境の保全  

担当窓口 環境保全課 TEL 50-1171 

 ごみを不法投棄している人を見かけたらすぐご連絡く

ださい。 

 
환경보전 

담당창구  환경보전과 ☎ 50-1171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자를 보시면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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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尿のくみ取り 

担当窓口 環境保全課 TEL 50-1170 

 くみ取りの申し込み、変更、取り消しの手続きは環境

保全課の窓口で取り扱っています。料金などについては

山武郡市広域行政組合環境衛生課 TEL 54-0531 へお問い

合わせください。 

 
배설물 처리 

담당창구  환경보전과  ☎ 50-1170 

 배설물 처리의 신청, 변경, 취소 절차는 환경보전과 

창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금 등에 대해서는 

산무군시 광역행정조합 업무환경위생과 ☎ 54-0531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共下水道・農業集落排水 

担当窓口 下水対策課 

 

■正しく使っていただくために 

 家庭や工場から排出された汚水をきれいにして川へ放

流します。油、危険物や有害物質は流さないでください。 

 

 

■使用料の徴収、使用の開始・中止の申し込み 

お客様センター TEL50-4132 

 

■下水が詰まったとき 

 下水が詰まったときは宅内の排水設備工事を行った指

定工事店か下水対策課 TEL 50-1163 へご連絡ください。 

 

 
공공하수도・농업집락 배수 

담당창구  하수대책과 

 

■ 올바른 사용을 위해 

 가정이나 공장에서 배출된 오수를 깨끗이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합니다. 기름, 위험물이나 유해물질은 

버리지 마십시오. 

 

■ 사용료 징수, 사용개시・중지 신청 

고객센터 ☎ 50-4132 

 

■ 하수구가 막혔을 때 

 하수구가 막혔을 때는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지정 공사점이나 하수대책과 ☎ 50-1163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浄化槽 

■浄化槽の設置・管理 

担当窓口 下水対策課 ☎ 50-1163 

 浄化槽は良好な状態を保つため、保守点検・清掃が義

務付けられています。管理・清掃の許可を受けた業者で

行ってください。 

 

■浄化槽設置補助制度 

担当窓口 下水対策課 ☎ 50-1160 

 単独処理浄化槽やくみ取り便所から合併処理浄化槽へ

の転換に補助金が交付されます。 

 

■合併浄化槽維持管理費補助金 

担当窓口 下水対策課 ☎ 50-1160 

 10人槽以下の合併処理浄化槽を設置し、適正な維持管

理を行い、浄化槽法第 11条の水質検査を受検して適正な

結果が得られた方へ補助金を交付します。 

 

 

 
정화조  

■정화조 설치・관리 

담당창구  하수대책과 ☎ 50-1163 

정화조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보수점검・

청소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 ・ 청소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설치 보조제도 

담당창구  하수대책과 ☎ 50-1160 

 단독처리정화조와 수거식 화장실을 합병처리 

정화조로 전환하시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합병정화조 유지관리비 보조금 

담당창구  하수대책과 ☎ 50-1160 

 10 인조 이하의 합병처리 정화조를 설치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하여, 정화조법령 제 11 조의 수질검사를 

받아 적정한 결과를 받으신 분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上水道 

担当窓口 山武郡市広域水道企業団 

 上水道は、山武郡市広域水道企業団で取り扱っていま

す。問い合わせ先は次のとおりです。 

 
상수도  

담당창구    산무군시 광역수도기업단 

 상수도는 산무군시 광역수도기업단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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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宅地内の漏水の連絡先 

《月〜金曜日》 山武管工事業協同組合  ☎ 55-5220 

《休日・夜間》 山武郡市広域水道企業団 ☎ 55-7851 

 

■水道料金・検針・水道の開閉栓について 

お客様センター ☎ 50-4132 

 

■水道の赤水・出水不良について 

維持課維持班 ☎ 55-7854 

 

 

■택지 내 누수 연락처 

《월〜금요일》산무수도관사업 협동조합 ☎ 55-5220 

《休日・夜間》산무군시 광역수도기업단☎ 55-7851 

 

■수도요금・검침・수도 개폐밸브 

고객센터 ☎ 50-4132 

 

■수도 녹물・급수불량 

유지과유지반  ☎ 55-7854 

 

市営ガス 

担当窓口 ガス課☎ 52-2408 

 新設・増設などの工事をするときや、ガス漏れなどの

場合はガス課へご連絡ください。 

 

■ガス料金の徴収・検針 

ガスの新規使用、使用中止の申し込み 

東金市ガスお客様センター ☎ 55-3800 

 

■ガス安全調査 

 ガスを安全にご利用いただくため、４年に１度各家庭

を訪問しガス管のガス漏れ検査およびガス機器の調査を

行います。 

 

 
시영가스 

담당창구    가스과 ☎ 52-2408 

 신설 ・ 증설 등의 공사를 하거나, 가스누설 시, 

가스과에 연락해 주십시오. 

 

■가스요금 징수・검침 

가스 신규사용, 사용중지 신청 

도가네시 가스고객센터 ☎ 55-3800 

 

■가스안전 조사 

 가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4 년에 한 번씩 각 

가정을 방문해 가스관의 가스누설 검사 및 가스기기 

조사를 합니다. 

 

犬を飼っている方へ 

担当窓口 環境保全課 ☎ 50-1170 

 犬を飼う場合、市への登録と、狂犬病の予防注射を、

毎年１回受けることが法律で義務づけられています。予

防注射は動物病院または毎年市内各所で実施する集合注

射を利用してください。集合注射の日程は広報とうがね

などでお知らせします。 

 

 
개를 키우는 분에게 

담당창구   환경보전과  ☎ 50-1170 

 개를 키우는 경우, 시청에 등록하고, 광견병 

예방주사를 매년 1 회 접종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방주사는 동물병원 혹은 매년 시내 

각처에서 실시하는 집합주사를 이용해 주십시오. 

집합주사 일정은 ‘홍보도가네’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道路・公園 

■道路の破損 

担当窓口 建設課 ☎ 50-1148 

 市道に穴があいたり、路肩がくずれたり、ガードレー

ルや側溝などの構造物が破損しているのを見かけたら、

ご連絡ください。 

 

■道路の占用 

担当窓口 建設課 ☎ 50-1145 

 市道、赤道（道路）、青道（水路）の土地、地下、空中

に、工作物や施設などを設置する場合には「占用許可申

請書」を提出してください。 

 

 

 
도로・공원  

■도로 파손 

담당창구   건설과  ☎ 50-1148 

 시도에 구멍이 뚫렸거나, 갓길이 무너졌거나, 

가드레일이나, 도로변 배수로 등 구조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담당창구   건설과  ☎ 50-1145 

 시도, 아카미치(도로), 아오미치（수로）의 토지, 

지하, 공중에 공작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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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境界の確認 

担当窓口 建設課 ☎ 50-1145 

 市道、赤道（道路）、青道（水路）と私有地の境界を確

認したいときは、ご相談ください。 

 

 

■公園緑地の利用 

担当窓口 都市整備課 ☎ 50-1157 

 都市公園を行事などで使用する場合は、事前に都市整

備課へご相談ください。 

 

■경계확인 

담당창구   건설과  ☎ 50-1145 

 시도, 아카미치(도로), 아오미치（수로）와 

사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상담해 

주십시오. 

 

■공원녹지 이용 

담당창구   도시정비과  ☎ 50-1157 

 도시공원을 행사 등에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도시정비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消費生活センター 

担当窓口 商工観光課 ☎ 50-1155 

 

 消費者の安全と安心確保のため情報提供、および悪質

商法、多重債務などの相談を受け付けています 

 

■消費生活苦情相談機関 

消費生活一般 千葉県消費者セ

ンター 

☎047-434-0999 

 

 

 
소비생활센터  

담당창구   상공관광과  ☎ 50-1155 

 

 소비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악질 상법, 다중채무 등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생활고충상담기관 

소비생활

일반 

지바현소비자

센터 

☎ 047-434-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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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療施設一覧 
 

의료시설 일람 

■病院   

名称 電話番号 所在地 診療科 

東千葉メディカルセンター 50-1199 丘山台 3-6-2 

内 神内 消内 呼内 循内 小 外 整 脳  

産婦  精  ﾘﾊ  放  麻  救急  心臓  内代  形 

皮 泌 眼 耳 歯外 

医療法人静和会 浅井病院 58-5000 家徳 38-1 内 精 神内 整 歯 消内 

 

■병원 

【시외국번 0475】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진료과목 

히가시치바메디컬센터 50-1199 오카야마다이 3-6-2 

내 신과 소내 호내 순내 소 외 

정 뇌 산부 정 리허 방 마 구급 

심장 내대 형 피 비 안 이 치외  

의료법인세이와카이 

아사이병원 
58-5000 가토쿠 38-1 내 정 신내 정 치 소내 

・ 

 

■診療所 

  

名称 電話番号 所在地 診療科 

医療法人社団隆仁会 秋葉医院 55-4881 東金 1195 産婦  

医療法人社団隆仁会 秋葉医院小児科・内

科 
52-2039 東金 582-18 小 内 

医療法人社団豊翔会 天野内科クリニック 55-3986 南上宿 5-34-4東総ビル 2F 内 呼 消 循 

医療法人社団今井会 今井医院 52-0276 田間 1130 内 小 

医療法人社団育慈会 岩佐産婦人科医院 58-6000 広瀬 173 婦 

大多和診療所 52-2501 東金 1433-6 内 

医療法人社団鳳会 大原耳鼻咽喉科 52-8733 
東岩崎 24-10 モアチェリ

ー1Ｆ 
耳 

医療法人社団二洋会 岡崎医院 52-3313 油井 55-1 内 小 外 

医療法人社団明正会 柿栖眼科医院 55-2668 東岩崎 5-4 眼 

医療法人社団 岸本医院 52-4885 南上宿 41-8 内 呼 ア 小 皮 

河宇産婦人科 52-4371 堀上 35-1 内 小 産 婦 

医療法人社団大喜会 斉藤クリニック 53-1110 台方 2058-1 内 肛内 消内 呼内 皮 

医療法人社団北辰堂 佐藤医院 58-2056 薄島 162-3 内 呼 消 循 小 麻 

医療法人社団 座間泌尿器科医院 52-2266 南上宿 5-41-1 泌 

医療法人社団爽章会 城西クリニック 52-8181 南上宿 4-9 内 小 外 胃外 

田波整形外科 55-2828 南上宿 41-17 内 ﾘｳ 外 整 ﾘﾊ 

医療法人社団鎮誠会 東金整形外科 55-8002 東岩崎 2-26-14 内 ﾘｳ 整 ﾘﾊ 

東金たまクリニック 50-9720 田間 3-34-3 内 胃内 

医療法人社団フルガキ・メディカル 

とうがね中央・腎臓内科クリニック 
54-2421 東岩崎 24-7 内  糖内 内内 腎内  

東金皮フ科 53-5936 南上宿 5-34-4東総ビル 1F 皮 

医療法人社団明生会 東葉クリニック東新宿 55-1501 東新宿 1-8-1 消外 外 透外 胃外 肛外 

医療法人社団豊和会 とよだ整形外科医院 54-6200 堀上 1339 内 ﾘｳ 整 皮 ﾘﾊ 

医療法人社団浩陽会 西田医院 53-1393 東新宿 13-7 内 神内 循 小 

はっとり内科クリニック 71-3190 求名 76-1 消内 内 呼内 循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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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医院 54-0624 東新宿 8-11 内 呼 消 胃 循 小 放 

日吉台クリニック 53-0510 日吉台 4-3-2 エスタシオ 内 小 皮 

平山クリニック 52-2012 東金 931 内 消 外 

医療法人社団ケア・ユニティふるがき糖尿

病内科医院 
52-7022 田間 2-22-7 内 小 内代 

吉橋医院 52-2081 東金 250 内 小 

医療法人社団滝琉会 りゅうクリニック 77-8787 田間 1285-2 内 循小 
 

 

 

  

■진료소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진료과목 

의료법인사단 류진회 아키바의원 55-4881 도가네 1195 □내  □소  산부 □마  

의료법인사단 류진카이 아키바의원 소아과

・내과 

52-2039 도가네 582-18 소 내  

 

의료법인사단 호쇼회 아마노내과클리닉 55-3986 미나미카미주쿠 5-34-4 

도소빌딩 2 층 
□내  □호  □소  □순  

의료법인사단 이마이회 이마이의원 52-0276 다마 1130 □내  □소  

의료법인사단 이쿠지회 

이와사산부인과의원 

58-6000 히로세 173 □부  

오타와진료소 52-2501 도가네 1433-6 □내  

의료법인사단 오토리회 오하라이비인후과 52-8733 히가시이와사키 24-10  

모아체리 1 Ｆ 
□이  

의료법인사단 니요회 오카자키의원 52-3313 유이 55-1 □내  □소  □외  

의료법인사단 메세회 카키스안과의원 55-2668 히가시이와사키 5-4 □안  

의료법인사단 키시모토의원 52-4885 미나미카미주쿠 41-8 □내  □호  □알  □소  □피  

고우산부인과 52-4371 호리아게 35-1 □내  □소  □산  □부  

의료법인사단 다이키회 사이토클리닉 53-1110 다이카타 2058-1 □내  항내 소내 호내 

피  

의료법인사단 호쿠신도 사토의원 58-2056 스스키시마 162-3 □내  □호  □소  □순  □소  

□마  

의료법인사단 자마비뇨기과의원 52-2266 미나미카미주쿠 5-41-1 □비  

의료법인사단 소쇼회 조사이클리닉 52-8181 미나미카미주쿠 4-9 □내  □소  □외  위외 

다나미정형외과 55-2828 미나미카미주쿠 41-17 □내  □류  □외  □정  리허 

의료법인사단 진세이회 도가네정형외과 55-8002 히가시이와사키 2-26-14 □내  □류  □정  리허 

도가네다마클리닉 50-9720 다마 3-34-3 □내  위내  

의료법인사단 후루가키메디컬 도가네주오・

신장내과클리닉 

54-2421 히가시이와사키 24-7 □내  당내  내내  신내  

도가네피부과 53-5936 미나미카미주쿠 5-34-4 □피  

의료법인사단 메이세이회 

도요클리닉히가시신주쿠 

55-1501 히가시신슈쿠 1-8-1  소외  외  투외  위외 

항외  

의료법인사단 호와회 도요다정형외과의원 54-6200 호리아게 1339 □내  □류  □정  □피  리허  

의료법인사단 지요회 니시다의원 53-1393 히가시신슈쿠 13-7 □내  신내 □순  □소  

핫토리내과클리닉 71-3190 구묘 76-1 소내 □내  호내 순내  

 

하라의원 54-0624 히가시신슈쿠 8-11 □내  □호  □소  □위  □순  

□소  □방  

히요시다이클리닉 53-0510 히요시다이 4-3-2 에스타시오 □내  □소  □피  

히라야마클리닉 52-2012 도가네 931 □내  □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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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사단 케어유니티 후루가키당뇨병 

내과의원 

50-7022 다마 2-22-7 □내  □소  내대  

요시하시의원 52-2081 도가네 250 □내  □소  

의료법인사단 다키류회 류클리닉 77-8787 다마 1285-2 □내  □순  □소  

 

 

●診療科目の略号例  ●진료과목의 약호 예 

内科 内 내 내과 

精神科 精 정 정신과 

神経内科 神内 신내 신경내과 

呼吸器科 呼 호 호흡기과 

呼吸器内科 呼内 호내 호흡기내과 

消化器科 消 소 소화기과 

消化器内科 消内 소내 소화기내과 

消化器外科 消外 소외 소화기외과 

循環器科 循 순 순환기과 

循環器内科 循内 순내 순환기내과 

小児科 小 소 소아과 

外科 外 외 외과 

整形外科 整 정 정형외과 

脳神経外科 脳 뇌 뇌신경외과 

皮膚科 皮 피 피부과 

泌尿器科 泌 피 비뇨기과 

眼科 眼 안 안과 

耳鼻咽喉科 耳 이 이비인후과 

ﾘﾊﾋﾞﾘﾃｰｼｮﾝ科 ﾘﾊ 리허 재활과 

放射線科 放 방 방사선과 

麻酔科 麻 마 마취과 
 

  

 

人工透析外科 透外 투외 인공투석외과 

歯科 歯 치 치과 

婦人科 婦 부 부인과 

アレルギー科 ア 알 알레르기과 

産科 産 산 산과 

胃腸科 胃 위 위장과 

胃腸内科 胃内 위내 위장내과 

胃腸外科 胃外 위기 위장외과 

リウマチ科 ﾘｳ 류 류마티스과 

肛門科 肛 항 항문과 

肛門内科 肛内 항내 항문내과 

肛門外科 肛 항 항문외과 

産婦人科 産婦 산부 산부인과 

救急科 救急 구급 구급차 

心臓血管外科 心臓 심장 심장혈관외과 

内分泌代謝科 内代 내대 내분비대사과 

形成外科 形 형 성형외과 

歯科口腔外科 歯外 치외 치과구강외과 

内分泌内科 内内 대내 내분비내과 

腎臓内科 腎内 신내 신장내과 

糖尿病内科 糖内 당내 당뇨병내과 
 

   

■歯科診療所 

名称 電話番号 所在地 

医療法人静和会 浅井

病院 
58-5000 家徳 38-1 

麻生歯科医院 52-2855 東金 1189 

飯田歯科医院 55-2480 田間 87-6 

いごう歯科医院 50-2323 田間 2264 

大木歯科医院 

 
52-6336 南上宿 39-7 

小倉歯科医院 52-2653 東金 244 

オリーブ歯科クリニック 

 
54-6233 台方 69-1 

勝田歯科医院 52-3360 田間 2182 

かとく歯科医院 58-7780 家徳 194-1 

木村歯科医院 52-2558 東金 1229 

医療法人社団皓歯会 

ぐみょう今井歯科医院 
58-7374 求名 895-6 

医療法人社団一歯会 

求名駅前歯科医院 
52-7070 求名 2-34 

 ■치과진료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아사이병원 

 
58-5000 가토쿠 38-1 

아소치과의원 52-2855 도가네 1189 

이다치과의원 55-2480 다마 87-6 

이고치과의원 50-2323 다마 2264 

오기치과의원 52-6336 
미나미카미주쿠 

39-7 

오구라치과의원 52-2653 도가네 244 

올리브치과클리

닉 
54-6233 다이카타 69-1 

가츠타치과의원 52-3360 다마 2182 

가토쿠치과의원 58-7780 가토쿠 194-1 

기무라치과의원 52-2558 도가네 1229 

구묘치과의원 

 
58-7374 구묘 895-6 

구묘에키마에치

과의원 
52-7070 구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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けとり歯科医院 55-7765 田間 2-13-11 

さが歯科 50-7888 田間 2-2-7 

サンピア歯科クリニック 

 
53-0500 東岩崎 8-10 

医療法人社団神歯会 

神野歯科クリニック 
54-7676 押堀 553-1 

鈴木歯科医院 52-1781 松之郷 2678-6 

田中歯科医院 

 
55-1182 福俵 3-457-1 

堤歯科医院 52-4184 堀上 180 

医療法人社団歯友会 

東金デンタルクリニック 
52-0418 東金 1146 

東城歯科医院 

 
55-2024 東新宿 7-22 

ハニー歯科 50-9117 

田間 89-3 ハニ

ーハイツ東金

1D号室 

東千葉メディカルセン

ター 
50-1199 丘山台 3-6-2 

平沼歯科医院 

 
54-4182 田間 3-24-1 

医療法人社団歯友会 

ファミリー歯科 
55-8111 東岩崎 2-25-14 

二木歯科医院 

 
55-1400 東岩崎 8-2 

医療法人社団明歯会 

村井歯科医院 
50-2008 道庭 923-1 

 

やひろ歯科医院 

 

54-5566 
東新宿 18-1 酒

造ビル 103 

山口歯科医院 

 
55-2781 東上宿 5-5 

山田歯科クリニック 

 
55-5522 南上宿 19-24 

医療法人社団和洸会 

レイクサイドヒルデンタ

ルクリニック 

53-1357 日吉台 6-2-1 

 

게토리치과의원 55-7765 다마 2-13-11 

사가치과 50-7888 다마 2-2-7 

산피아치과클리

닉 
53-0500 

히가시이와사키 

8-10 

진노치과클리닉 

 
54-7676 오시호리 553-1 

스즈키치과의원 52-1781 마츠노고 2678-6 

다나카치과의원 55-1182 
후쿠타와라 

3-457-1 

쓰쓰미치과의원 52-4184 호리아게 180 

도가네덴탈클리

닉 
52-0418 도가네 1146 

도조치과의원 55-2024 
히가시신주쿠 

7-22 

하니치과 50-9117 

다마 89-3 하니

하이츠도가네 1D

호 

히가시지바메디

컬센터 
50-1199 

오카야마다이 3-

6-2 

히라누마치과의

원 
54-4182 다마 3-24-1 

패밀리치과 55-8111 
히가시이와사키 

2-25-14 

후타키치과의원 55-1400 
히가시이와사키 

8-2 

무라이치과의원 

 
50-2008 도니와 923-1 

야히로치과의원 54-5566 

히가시신슈쿠 

18-1 

미키빌딩 103 

야마구치치과의

원 
55-2781 

히가시카미주쿠 

5-5 

야마다치과클리

닉 
55-5522 

미나미카미주쿠 

19-24 

레이크사이드힐

덴탈클리닉 

 

53-1357 
히요시다이 

6-2-1 
 

 

■薬局 

名称 電話番号 所在地 

アイワ薬局東金店 

 
50-6166 南上宿 41-25 

アイン薬局東千葉店 77-7231 山田 589-2 

あおぞら薬局東金店 

 
50-4193 東金 582-64 

あさひ薬局 50-8080 家徳 37-10 

アップル薬局東金店 53-6972 田間 2-22-8 

ウエルシア薬局 

東金押堀店 
50-0271 押堀 33 

  

■약국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아이와약국 도가네점 50-6166 미나미카미주

쿠 41-25 

아인약국히가시치바점 77-7231 야마다 589-2 

아오조라약국 

도가네점 

50-4193 도가네 582-64 

아사히약국 50-8080 가토쿠 37-10 

애플약국도가네점 53-6972 다마 2-22-8 

웰시아약국도가네오시

호리점 

50-0271 오시호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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ウザワ薬局 53-3881 家徳 664 

小野薬局 

 
55-4678 日吉台 4-3-2 

漢方専科ファーマシー

はぎわら 
52-1818 東岩崎 6-5 

岸本薬局 52-2002 東金 1209 

コーセー薬局南原店 

 
50-8580 薄島 403-2 

ファーコス薬局こぐま 54-6810 堀上 1453 

さくら薬局東金南上宿

店 

 

53-5271 南上宿 41-15 

さんわ薬局 58-1155 家徳 125-25 

すずらん薬局東金店 

 
50-7711 南上宿 1-1-14 

すばる薬局 78-3719 求名 77-1 

すみれ薬局東金店 

 
50-1667 南上宿 5-34-4 

すみれ薬局季美の森

店 
78-3981 山田 669-50 

そうごう薬局東金店 58-1051 家徳 124-5 

東光堂薬局 54-0240 東金 1240 

灰吹屋 鈴木薬局 52-3185 東金 997 

東口岸本薬局 

 
52-5507 東岩崎 8-10 

ファーコス薬局まきのき 58-2301 家徳 124-5 

松屋薬局 

 
55-0058 東上宿 16-14 

みどり調剤薬局 

 
50-3340 台方 2058-3 

薬局漢方閣 

 
52-8171 東岩崎 2-26-15 

ヤックスドラッグ 東金

田間薬局 
50-6515 田間 3-36 

吉野屋薬局 52-2623 田間 2045 

 

 

우자와약국 53-3881 가토쿠 664 

오노약국 55-4678 히요시다이 

4-3-2 

한방전문파마시하기와

라 

52-1818 히가시이와사

키 6-5 

기시모토약국 52-2002 도가네 1209 

고세약국 

미나미하라점 

50-8580 스스키지마  

403-2 

패코스약국 고구마 54-6810 호리아게 1453 

사쿠라약국 

도가네미나미카미주쿠

점 

53-5271 미나미카미주

쿠 41-15 

산와약국 58-1155 가토쿠 125-25 

스즈랑약국 도가네점 50-7711 미나미카미주

쿠 1-1-14 

스바루약국 78-3719 구묘 77-1 

스미레약국 도가네점 50-1667 미나미카미주

쿠 5-34-4 

스미레약국 

기미노모리점 

78-3981 야마다 669-50 

소고약국 도가네점 58-1051 가토쿠 124-5 

도코도약국 54-0240 도가네 1240 

하이부키야스즈키약국 52-3185 도가네 997 

히가시구치 

기시모토약국 

52-5507 히가시이와사

키 8-10 

패코스약국 마키노키 58-2301 가토쿠 124-5 

마츠야약국 55-0058 히가시카미주

쿠 16-14 

미도리조제약국 50-3340 다이가타 

2058-3 

약국한방각 52-8171 히가시이와사

키 2-26-15 

약스드럭 

도가네다마약국 

50-6515 다마 3-36 

요시노야약국 52-2623 다마 2045 
 

   

■助産所  ■조산소 

 

名称 電話番号 所在地 

ひがし母乳育児相談室 
090-8268-9

091 
広瀬 67-1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히가시모유육아상담실 090-8268-909

1 

히로세67-1 

 

 

医療施設一覧は、平成 29（2017）年 8 月 1 日現在、

「ちば医療なび」をもとに作成しています。 

※内容に一部変更が生じている場合があります。また、

診療科目・診療時間などは各機関に必ずご確認くだ

さい。 

  

의료시설 일람은 헤이세이 29（2017）)년 8 월 1 일 

현재,  ‘지바의료내비’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 내용 중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진료과목 ・ 진료시간 등은 각 의료기관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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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社)山武郡市医師会 

東金市東岩崎 5-12 ☎ 0475-52-4611 

 山武郡市医師会は、地域保健活動や大規模災害対策、

かかりつけ医推進、在宅医療支援など、関係機関と連

携をとりながら地域住民の健康、保健、福祉の向上の

ために活動しています。 

○休日・夜間救急医療 

 夜間（毎日 20 時～23 時）や休日（日曜・祝日 9 時

～ 17 時）に会員の医師が当番制で診療にあたります。 

 ・山武郡市夜間急病診療所（毎日 20 時～ 23 時）東

金市堀上 360-2 ☎ 0475-50-2511 

 ・休日当番医テレホンサービス ☎ 0475-50-2531 

○学校医・学校保健活動 

 健康診断や運動器検診をはじめ、学校保健活動によ

り学童や生徒の健康を守ります。 

○母子保健 

 乳幼児および妊婦の健診を行っています。 

○予防接種 

 乳幼児や学童の予防接種をはじめ、インフルエンザ

等各種ワクチンの接種も行っています。 

○その他 

 ガン検診や職場の健康相談なども実施しています。 

 

 
(일사)산무군시 의사회 

도가네시 히가시이와사키 5-12 ☎ 0475-52-4611 

 산무군시의사회는,지역보건활동과 대규모재해대책, 

주치의 추진, 재택의료지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휴일・야간구급의료 

  야간(매일 20 시～23 시)과 휴일(일요 ・축일 

9시～17시)에 회원인 의사가 당번제로 진료를 합니다. 

・산무군시 야간응급진료소（매일 20 시～23 시） 

도가네시 호리아게 360-2 ☎ 0475-50-2511 

・휴일 당번의 전화서비스 ☎ 0475-50-2531 

○학교의・학교보건활동 

 건강진단과 운동기기 검진을 비롯해, 학교보건 

활동을 통해 학동과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모자보건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영유아와 아동의 예방접종을 비롯해, 인플루엔자등 

각종 백신의 접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암검진과 직장 건강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一社) 山武郡市歯科医師会 

東金市堀上 360-2 山武郡市医療福祉センター内  

☎ 0475-55-2975 

 山武郡市歯科医師会は山武郡市内で、積極的に地域

歯科保健活動に参加する歯科医師で構成されていま

す。 

○ 8020運動の推進 

 「80 歳になっても自分の歯を 20 本以上保とう！」

という 8020 運動推進キャンペーンを毎年開催してい

ます。 

○健診事業 

 乳幼児や成人の歯科健診、健康教室、フッ素塗布な

どを行っています。 

○学校歯科保健事業 

 児童、生徒の歯科健診や、歯科保健に関する指導を

行っています。 

○休年末年始在宅当番医 

 年末年始（12月 30日～1 月 3 日）、午前 9時～正午

まで、お口や歯のことでお困りの方に、山武郡市歯科

医師会員の協力医が輪番制で休日診療を行っていま

す。 

※詳細は山武郡市歯科医師会のホームページをご確

認ください。 http://sanbu.cda.or.jp/  

 
(일사)산무군시 치과의사회 

도가네시 호리아게 360-2 산무군시 의료복지센터내 

☎ 0475-55-2975 

 산무군시 치과의사회는 산무군시내에서, 지역치과 

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치과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8020운동의 추진 

‘80 세가 되어도 자신의 이를 20 개 이상 유지하자!’ 

는 8020 운동 추진 캠페인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사업 

 영유아와 성인의 치과 진단, 건강교실,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치과 보건사업 

 아동, 학생의 치과 진단과, 치과보건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재택 당번의 

 연말연시 （ 12 월 30 일~1 월 3 일 日 ） , 

오전 9 시~정오까지 입과 치아로 힘들어 하시는 

분에게 산무군시 치과의사 회원인 협력의가 윤번제로 

휴일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것은 산무군시 치과의사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anbu.cda.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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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武郡市薬剤師会 

東金市堀上 360-2 山武郡市医療福祉センター内 ☎ 

0475-52-3185（山武郡市薬剤師会 東金ブロック長 鈴

木） 山武郡市薬剤師会は、積極的に地域保健活動に

参加する山武郡市内の薬剤師で構成されています。 

夜間急病診療所の調剤業務、学校薬剤師として学校の

環境衛生維持のサポート、薬物乱用防止推進、 

他職種との地域医療連携などを行っています。 

 

 
산무군시 약제사회 

도가네시 호리아게 360-2 산무군시 의료복지센터내 

☎ 0475-52-3185(산무군시 약제사회 도가네블럭장 

스즈키) 

 산무군시 약제사회는 지역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산무군시내의 약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간 응급진료소의 조제업무, 학교약제사로서 학교 

환경위생 유지 지원, 약물남용 방지 추진, 타 직종과 

지역의료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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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市民のために  외국인 시민을 위해 

緊急時のために 

■緊急時の連絡先 

警察 

☎110 

Fax: 0120-110-294（フリーダイヤル） 

言語や聴覚に障害をお持ちの方のために 

• 千葉県警察メール 110番 

 

ホームページ http://www.chiba110.jp 

• 千葉県警察ファックス 110 番 

0120-110-294（フリーダイヤル 

 

火事、救急車（急病、大けが） 

☎119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처 

경찰 

☎110 

Fax: 0120-110-294（무료전화） 

언어와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을 위한 

 •지바현경찰 메일 110 번 

 

홈페이지 http:///www.chiba110.jp 

•지바현경찰 팩스 110 번 

0120-110-294 (무료전화) 

 

화재, 구급차（응급、중상） 

☎119 

 

■交通事故、盗難や暴力行為にあったとき 

①局番なしで 110 番にダイヤルすると警察が応対しま

す。 

②名前、住所、事故 や事件 の起きた場所、事故や事件

の内容を伝えます。 

交通事故です  Kotsu jiko desu. 

泥棒です  Dorobo desu.  

喧嘩です  Kenka desu. 

場所は（ ）です   Basho wa ( ) desu. 

住所は（ ）です   Jusho wa ( ) desu. 

名前は（ ）です   Namae wa ( ) desu. 

電話番号は（ ）です Denwa bango wa ( ) desu. 

 

③交通事故などで負傷者がいるときは、救護が先です。

救急車を呼ぶ必要がある場合は、119 番に電話して 

救急車を呼びます。また、交通 事故 の相手がいるとき

は、名前、保険番号、住所、電話番号を聞いておきます。 

 

 

＊警察全般について相談したいとき 

千 葉 県 警 察 本 部 「  相 談 サ ポ ー ト コ ー ナ ー 」

（TEL:043-227-9110） 

祝日を除く、月曜日から金曜日の午前 8 時 30 分から午

後 5 時 15分まで 

 

 ■교통사고, 도난과 폭력 행위를 당했을 때 

①국번없이 110 번에 전화하시면 경찰이 응대합니다. 

 

②이름, 주소, 사고와 사건이 일어난 장소, 사고와 

사건의 내용을 전합니다. 

교통사고입니다       고츠지코데스. 

도둑입니다           도로보데스.  

싸움입니다           겐카데스. 

장소는（ ）입니다    바쇼와 ( ) 데스. 

주소는（ ）입니다    주쇼와 ( ) 데스. 

이름은（ ）입니다    나마에와 ( ) 데스. 

전화번호는（ ）입니다 뎅와방고와 ( ) 데스. 

 

③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자가 있을 때는, 구호를 

먼저합니다. 구급차를 부를 필요가 있을 때는, 

119 번에 전화해 구급차를 부릅니다. 또 교통 사고를 

낸 상대가 있을 때는, 이름, 보험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둡니다.  

 

＊경찰 전반에 대해 상담하고 싶을 때 

지바현 경찰본부 ‘상담서포트코너’  

 ☎ 043-227-9110 

국경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 15 분까지 

■救急車を呼ぶとき（急病や大けがをしたとき） 

局番なしで 119をダイヤルすると、消防署が対応します。 

 

救急車をお願いします 

Kyukyusha wo Onegaishimasu. 

( ) が( 病気・けが) です 

 ■ 구급차를 부를 때 (급병과 중상을 입었을 때) 

국번없이 119 로 전화하면 소방서가 대응합니다. 

 

구급차를 부탁합니다 

규큐샤오 오네가이시마스. 

(  )가 (병・부상)이 났습니다・을 입었습니다. 

http://www.chiba110.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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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 (Byouki/Kega) desu.  

 

＊状態を説明します。 

＊アレルギーなど、必要な情報も伝えます。  

 

場所は( ) です     Basho wa ( ) desu.        

住所は（ ）です    Jusho wa ( ) desu.       

名前は( ) です     Namae wa ( ) desu.         

電話番号は( ) です Denwabango wa ( ) desu.    

 

＊病気やけがの状態 

出血       Shukketsu  

骨折       Kossetsu  

火傷       Yakedo  

呼吸困難   Kokyu konnan  

痙攣       Keiren  

胸が苦しい Mune ga kurushii  

高熱       Konetsu  

胃が痛い   I ga itai  

意識不明   Ishiki fumei  

 

(  )가 (뵤우키/케가)데스. 

 

＊상태를 설명합니다. 

＊알레르기 등, 필요한 정보도 전합니다. 

 

장소는 (  )입니다.      바쇼와 (  )데스. 

주소는 (  )입니다       주쇼와 (  )데스. 

이름은 (  )입니다       나마에와(  )데스. 

전화번호는 (  )입니다   뎅와방고와 (  )데스. 

 

＊병이나 부상 상태 

출혈       슛케츠 

골절       곳세츠 

화상       야케도 

호흡곤란   고큐콘난 

경련       게이렌 

가슴통증   무네가쿠루시이 

고열       고네츠 

위통증     이가 이타이 

의식불명   이시키 후메이 

 

■緊急医療での準備 

①緊急時に相談できる医者を作っておくと、病院を紹介

してもらったり、予約をしてもらえます。 

②千葉県の救命救急センターと救急医療体制の情報を

知っておいてください。 

③緊急時の支払いに備えて健康保険証と現金 20,000 円

ぐらいは 用意しておくことが必要です。 

④かかりつけの病院がある場合、診察券も用意しておき

ます。 

 

 ■긴급의료 준비 

①위급할 때 상담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병원을 

소개받거나 예약을 해 줍니다. 

②지바현의 구명구급센터와 구급의료체제 정보를 

알아두십시오. 

③위급할 때를 대비해 건강보험증과 현금 20,000 엔 

정도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④단골병원이 있을 경우, 진찰권도 준비해 둡니다. 

 

■千葉県外国人テレホン相談 

（毎日の生活 に関する質問に答えています。） 

電話：043-297-2966 

英語での相談＝月曜日〜金曜日 

午前 9:00〜12:00、午後 1:00〜4:00 

中国語での相談＝火曜日 午前 9:00〜12:00 

スペイン語での相談＝月曜日〜水曜日 

午前 9:00〜12:00、午後 1:00〜4:00 

（年末年始、祭日は休み） 

 

 ■지바현 외국인 전화상담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에 대답합니다) 

전화：043-297-2966 

영어상담=월요일~금요일 

오전 9:00〜12:00, 오후 1:00 〜4:00 

중국어상담=화요일 오전 9:00 〜12:00 

스페인어상담 = 월요일 ~ 수요일 

오전 9:00 〜12:00, 오전 1:00 〜4:00 

(연말연시, 공휴일은 휴일) 

 

※このページの内容は「ハローちば」英語版生活ガイドブック（2016 年 5月発行／編集・発行：千葉県総合企画部

国際課）から抜粋して掲載しています。 

※韓国語への翻訳については城西国際大学の協力により作成しました。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헬로 지바’ 영어판 생활가이드북 (2016 년 5 월 발행 / 편집 ・ 발행 : 

지바현종합기획부국제과)에서 발췌해 기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