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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TER GATHERING 2015 
 『외국인시민이 본 가와사키』 포토 콘테스트 표창식 

 외국인시민에 의한 노래・무용・연주 

김 게이켄(金 恵娟)（소프라노 가수・중국 노래）   

『기원(起源)』（필리핀 밴드） 

인라이오그(INRAYOG)（필리핀 무용） 

 세계의 과자 시식 

【 일 시 】     2015 년 11 월 29 일（일） 

【 장 소 】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  문  의  】   （공재）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044-435-7000 

 

 

 

 

 

 

 

시영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11 월 6 일 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① 시내거주 혹은 시내 동일근무처에 1 년이상 근무 

② 월수입액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③ 주택 곤란 등 

【신청 방법】 11 월 6 일 까지 신청서를 직접 지참하시거나 우편으로 

【  문 의  】 주택공급공사 ０４４－２４４－７５７８ 

 

가와사키시립 초・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께 
외국 국적의 어린이로 내년 4 월에 시립 초・중학교 입학을 원하는 분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이나 지소에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류자격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대상연령】 초등학교：２００９년４월２일～２０１０년４월１일 까지의 출생 아동 

（입학하는 초등학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중학교：내년 3 월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어린이 

【문    의】  구청 구민과 또는 지소・구민센터 

가와사키 

볼런티어 

타운페스타 2015 

동시개최 

무료입니다! 

http://www.kian.or.jp/hlkwsk.html）
http://www.kian.or.jp/
mailto:kiankawasaki@kian.or.jp


마이넘버 제도에 대해서 
마이넘버는 12 자리의 고유번호로 주민표가 있는 분 전원에게 부여됩니다. 

통지카드와 개인번호카드는 각각 다른 카드입니다. 

통지카드？ 

10 월 중순부터 11 월 말에 걸쳐 주민표에 기재된 주소로 간이등기로 우송됩니다. 종이로 

제작된 카드이며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마이넘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이넘버는 

2016 년１월 부터 복지・연금・세금 절차에 필요함으로 통지카드를 버리지 말고 소중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넘버가 부정으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에게 마이넘버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개인번호카드？ 

플라스틱제 IC 카드로써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얼굴사진, 마이넘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번호카드는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카드의 

아래 부분은 개인번호카드의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를 잘라서 기입한 후 얼굴사진을 붙여 

동봉된 반송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2016 년 1 월 이후, 구청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마이넘버 콜센터     9:30～17:30（토・일, 축일, 연말연시 제외） 
（일본어） ℡0570－20－0178 （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0570－20－0291 

 

  

 

 

←이와 같은 봉투가 

 도착합니다. 

 

 

 

 

 

 

 
（통지카드 견본）        （개인번호카드 견본）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외국인 상담 안내 
궁금한 것이 있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상담해 주세요.  

   ・상담업무일정 (１０：００～１２：００，１３：００～１６：００）   전화 ０４４－４３５－７０００ 

언 어 요 일  언 어 요 일 

영어  월요일～토요일  중국어 화요일・수요일・금요일 

포르투갈어 화요일・금요일  스페인어 화요일・수요일 

한국・조선어 화요일・목요일  타갈로그어 화요일・수요일 
 
・가와사키구청 무료 외국인상담(면담)           ・아사오구청 무료 외국인상담(면담) 

언 어 요 일 시 간  언 어 요 일 시 간 

영어 제１・제３ 목요일 １４：００～１６：３０ 영어 제１・제３ 목요일 ９：３０～１２：００ 

중국어 제１・제３ 화요일 １４：００～１６：３０ 중국어 제１・제３ 화요일 ９：３０～１２：００ 

타갈로그어 제１・제３ 화요일 ９：３０～１２：００ 타갈로그어 제１・제３ 수요일 １４：００～１６：３０ 

＊행정서사에 의한 무료상담회 （일본어） 장소：국제교류센터 2 층 협회회의실  

・일시：11 월 15 일 일요일 １４：００～１６：００  （통역은 예약이 필요합니다.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