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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こはまYokohama」読者
どくしゃ

のみなさまへ 

「요코하마Yokohama」독자 여러분께 

                                                                                        

▽내용:항상 ‘요코하마Yokohama’를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코하마Yokohama’는 1998 년 9 월부터 계속 정보를 발신해 

왔으나 2020 년 12 월호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약 20 여년의 긴 세월 동안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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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안내(의료비통지)  

①송부 ②사전발행 

                              

▽내용:의료비 공제 신고에 이용 가능. 영수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①2020 년 1 월~12 월 진료분을 2 월 중순에 송부 ②

희망자는 도중 진료달의 분까지 사전발행 가능하며 1 월 4 일

부터 각 거주구의 구청 보험연금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2020 년 1 월~12 월 진료분은 2021 년 2 월 중순 송부 ▽

문의:거주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또는 건강복지국 보험연금과 

TEL 671-4067 / FAX 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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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리브인｣ 빈 집 대기 등록자모집 

                              

▽내용:가족 대상 임대주택입니다. 사전에 추첨으로 순위를 결

정한 후 빈 집이 생길 경우 입주 안내를 실시합니다. 수입제

한, 수입에 따른 월세 보조도 있습니다. 

▽신청기간:11 월 17 일(화)~12 월 1 일(화)▽신청방법:전용신청서

에 필요사항(행사명, 주소, 이름, 전화번호, 왕복엽서 반송면)

과 나이를 적어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ジェイエーアメニテ

ィーハウス요코하마 미나미 영업소 TEL 435-9419 / FAX 435-

9418 ▽문의:건축국 주택정책과 TEL 671-4121 / FAX 641-2756 

 

高齢者向
こうれいしゃむ

け優良賃貸住宅
ゆうりょうちんたいじゅうたく

 空家
あ き や

待
ま

ち登録者募集
とうろくしゃぼしゅう

 

고령자를 위한 우량임대주택 빈 집 대기 등록자모집 

                              

▽내용:시 인정의 민간주택. 추첨으로 순위를 정한 후 빈 집이 

발생 시 입주 안내 실시. 미도리 구 물건 1 ▽대상 및 정원:사

전 신청, 요코하마 시내 거주 및 재근 중인 60 세 이상의 고

령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그 외 조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11

월 17 일(화)~12 월 1 일(화) ▽신청방법:전용신청서에 필요사항

(행사명, 주소, 이름, 전화번호, 반송면)과 나이를 적어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ジェイエーアメニティーハウス요코하마 미나

미 영업소 TEL 435-9419 / FAX 435-9418 ▽문의:건축국 주택정

책과 TEL 671-4121 / FAX 64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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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거주지원협의회가  

‘외국인세대에 대해 거주지원사업’을 개시합니다. 

                              

▽내용:요코하마시 거주지원협의회에서는 외국인세대에 대해 

도우미 등의 지원을 실시해 요코하마 시내의 일반임대주택, 

공적임대주택, 공영주택(이하 ‘임대주택 등’)에의 원활한 입주, 

거주 유지, 퇴거 시까지 도와드리는 종합서포트사업을 개시합

니다. ▽사업개요:(1)제도대상자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 재근 

중인 외국인세대 ·요코하마 시외에 거주하면서 요코하마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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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대주택 등으로의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세대 ·현재 요

코하마 시내 임대주택 등에 입주해 계신 외국인세대 (2)지원

내용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때까지의 필요한 수속 등에 대한 

지원 ·임대주택에 입주 중 필요한 지원 ·임대주택 등에서 퇴

거할 때 필요한 수속 등에 대한 지원 (3)상담접수기간은 2020

년 10 월 1 일(목)~2021 년 2 월 28 일(일) (4)기타:지원은 원칙 무

료로 실시됩니다. ▽접수창구:특정비영리활동법인 가나가와 외

국인 스마이 서포트센터 TEL 228-1752. 접수시간은 월~금(공

휴일 제외) 10:00~17:00 ▽ NPO법인 가나가와 외국인 스마이 

서포트센터는 요코하마시 거주지원협의회의 회원으로, 국토교

통성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에서 가나가와현

으로부터 ‘거주지원법인’인정을 받은 단체입니다. ▽문의:요코

하마시 건축국 주택정책과장 마쓰모토 TEL 671-2917, 요코하

마시 주택공급공사 임대주택 사업과 모집담당과장 구보타 

TEL 451-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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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하고 싶지만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고등학생 여러분에게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외국 국적의 학생 여러분에게 

                              

▽내용:~고등교육의 학업지원 신제도에 대하여~ <개요>수업료, 

입학금 면제/감액, 급부형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의 학생. (※)자세한 내용은 

이하 지급액 설명을 참조. <대상 외국인>·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

지고 있으신 분 ·정주자의 체류자격으로 재학 중인 학교의 교

장으로부터 장래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받으신 분 <대상

학교>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4

년, 5 년), 전문학교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참조 <대상학생>·

세대수입이나 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것 ·진학할 학교로부

터 학업에 대한 의욕이 있다고 인정받을 것 ※고등학교나 대

학의 인원수제한(추천)은 없습니다. ▽지급액 등:급부형 장학금

의 지급 및 수업료, 입학금의 서포트 <급부형 장학금의 지급

월액> 주민비과세세대(제 1 구분)인 경우, 예를 들어 ‘자택외 

통학’ 또는 ‘대학’이라면, 국공립대는 66,700 엔, 사립대는 

75,800 엔 <수업료 등의 면제, 감액의 상한액(1 년금액)> 주민

비과세세대(제 1 구분)인 경우, 예를 들어, 최대 국공립대는 입

학금 약 28 만엔, 수업료 약 54 만엔. 사립인 경우는 입학금 약

26 만엔, 수업료 약 70 만엔 <세대구성이나 연간 수입 등에 이

한 지원 구분> 주민비과세세대에 준하는 세대(제 2 구분, 제 3

구분)의 경우 세대수입에 대응하는 3 단계 기준으로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신청시기:급부형 장학금은 입학전년도(예약), 진

학교 / 수업료 등의 감액은 진학교 ※마감일정은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재학 중의 학교를 통해 신청 ▽문의:문부과학

성의 특설사이트 ‘고등교육의 수학지원 신제도) 

https://www.mext.go.jp/kyufu/index.htm  

일본학생지원기강 장학금 홈페이지 ‘장학금의 제도(급부형)’ 

https://www.jasso.go.jp/shogakukin/kyufu/index.html  

장학감의 대여형, 급부형, 반환에 관한 상담(전화 전에 웹사

이트에서 검색) TEL 0570-66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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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라이 마리코 전 / 생명을 수놓다 

                              

▽내용:장래 활동이 기대되는 젊은 작가

들을 소개하는 작은 기획전 ‘New Artist 

Picks(NAP)’ 이번에는 나뭇조각이나 꽃

잎 등의 자연물을 소재로, 일관되게 ‘수

놓다’를 표현해 내는 작가인 사쿠라이 마

리코의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

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작품을 살펴보고, 

태어나 자란 사지마(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를 무대로 한 작

가의 라이프스토리를 테마로 신작을 발표합니다. ▽일정:전관 

임시휴관으로 인한 개최연기, 회기변경 <변경 전>2020 년 3 월

14 일(토)~4 월 12 일(일) <변경 후>2020 년 11 월 14 일(토)~12

월 13 일(일) 11:00~18:00 카페 오구라야마는 10:45~18:00 ▽장

소:요코하마 미술관 아트갤러리 1, 카페 오구라야마 ▽대상 및 

정원:신청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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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미술관 컬렉션전 

                              

▽내용:이번 테마는 ‘요코하마 폴리포니:1910 년대부터 60 년대

의 요코하마와 미술’. 요코하마에서 성장한 작가들의 목소리

와 창작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며 다이쇼 시대부터 고도경제

성장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요코하마의 아트를 탐방해 봅니다. 

▽일정:2020 년 11 월 14 일(토)~2021 년 2 월28 일(일) 10:00~18:00, 

입장은 17:30 까지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선착순) ▽비

용:500 엔 ▽신청기간:9 월 18 일(금)~2 월 28 일(일)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전용양식을 다운받아 날짜 지정 등 사전 예약 

필요(9 월 18 일 발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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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직업훈련학교 1 월 학생 모집 

                              

▽내용:훈련과는 컴퓨터실무과▽일정/훈련기간:1 월 19 일~3 월

26 일 ▽모집기간:12 월 3 일~12 월 14 일 ▽설명회:11 월 27 일 

10:00, 14:00 문의처에서 개최 ▽장소:중앙직업훈련학교 ▽대상 

및 정원:사전 신청(전형), 20 명. 구직 중인 분(한 부모 가정의 

가장, 생활보호수급자 우대) ▽비용:무료 ※교재비(7,000 천엔 

정도)▽신청기간:12 월 3 일(목)~12 월 14 일(월)▽신청방법:전용신

청서에 반송용 장 3 봉투 2 통에 84 엔 우표를 붙여 주소, 이름, 

코스를 기재 ▽신청:중앙직업훈련학교 TEL 664-6825 / FAX 664-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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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회 고토부키초 건강복지교류센터 축제 개최! 

                              

▽내용:시민 오리지널 아트작품전, 고토부키 명곡 연주회, 뉴스

포츠 체험광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일정:2020 년 11 월 14 일(토) 10:00~15:00 ▽장소:고토부키

초 건강복지교류센터 ▽대상 및 정원:신청 불요 ▽비용:입장 무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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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빙하기세대 취직프로그램 합동취직설명회 

                              

▽내용:정규직 고용의 취직을 원하는 비정규직 고용자를 위한 

합동취직설명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2020 년 12 월 12 일(토) 10:00~17:00 ▽장소:간

나이 아라이빌딩홀 ▽대상 및 정원:신청 불요(당일 선착순), 

150 명(정원), 정규고용을 목표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자로서 

34 세 이상 49 세 이하인 분(요코하마 시내 거주 또는 시내에

서 취직을 원하는 분) ▽비용:무료 ▽문의:요코하마시 취직빙하

기세대 취직지원사무국 TEL 0120-9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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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2020 대회 250 일 전 이벤트 온라인 전송 

                              

▽내용:패럴림픽 선수 등을 초대해 ‘스포츠와 문화의 힘을 통

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토크

쇼, 풋볼이나 신체확장 퍼포먼스 무대 등을 전송해 드립니다. 

▽일정:2020 년 11 월 29 일(일) ※당일 전송 스케줄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장소:요코하마 함마

헤드(발신거점) ▽대상 및 정원:신청 불요 ▽비용:무료 ▽문의:시

민국 올림픽, 패럴림픽 추진과 TEL 671-3690 / FAX 664-1588 

/ HP https://tokyo2020.city.yokohama.lg.jp 

 

新
あたら

しいコロナウィルスの影響
えいきょう

で困
こま

っている 

外国人
がいこくじん

のためのFRESCヘルプデス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곤란한 외국인들을 

위한 FRESC헬프데스크 

                              

▽내용:FRESC(프레스크)헬프데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실직 등,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의 

상담을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나 체류<=일본에 있는 것>를 위해 필요한 것 등을 알려 

드립니다. 곤란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화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일정:2020 년 9 월 1 일(화)~. 월요일~금요일까지. 

09:00~17:00(토, 일 공휴일은 제외)  

▽언어: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등 14 개 언어 ▽TEL 

0120-76-2029(전화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팸플

릿 http://www.moj.go.jp/content/001330140.pdf. 

 

外国人
がいこくじん

在留
ざいりゅう

支援
し え ん

センターで入管
にゅうかん

に相談
そうだん

ができます！ 

외국인 체류지원센터에서 입국관리상담이 가능합니다! 

                             

▽내용: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해고당했다. 

체류자격은 괜찮을까?, 고도인재포인트제의 포인트 평가 

시스템을 모르겠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이혼 후에도 

일본에서 살 수 있을까?, 특정기능 외국인을 채용하고 싶지만 

자세히 모르겠다 등의 상담. ▽포인트:출입국, 체류 등의 

수속관련 상담에 대응합니다. 상담 무료. 익명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 FRESC (프레스크)입거 기관도 

동석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분은 먼저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전용다이얼 TEL 03-5363-3025(예약전화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대응) 또는 예약전용양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전용양식은 일본어 또는 영어 대응) ▽도쿄 

출입국 체류관리국 체류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시간은 평일 

09:00~17:00(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장소는 외국인 

체류지원센터(요쓰야 타워 13 층), 상담 가능 언어는 11 개 

언어(쉬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