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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위크 중의 대형 쓰레기 수집 신청에 대하여
４월27일（토）～５월6일（월）은 대형쓰레기 수집신청이 안됩니다.
４월29일（축）～５월7일（화）에 버리고 싶을 경우에는, 4월26일(금) 오후 3시까지 대형쓰레기 전용 다이얼로 신청
바랍니다. 또, 4월28일(일)~5월3일(축) 및 6일에 청소공장으로 직접 대형쓰레기를 갖고 올 경우는,
４월26일 오후5시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수집 당일 오전 ８시까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대형쓰레기 전용 다이얼 ☎042-375-9713, 에코플라자 다마 내 쓰레기 대책과 ☎042-338-6836

(2019 년도）취학 원조비 신청서의 송부에 대해서
다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보호자로서, 다른 지역의 공립 초, 중학교나 의무교육 학교에, 구역외 취학, 또는 도립
중등교육 학교의 중등부에 재학하는 어린이의 취학원조를 희망하시는 분은, 4 월 19 일(금)까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학 원조비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문의: 학교 지원과 ☎042-338-6875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전 산후 기간의 면제 제도에 대해서
2019 년 4 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출산전후 기간의 면제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상: 2019 년 2 월 이후에 출산하는 국민연금 제 1 호 피보험자
※후생연금의 가입자나 그 부양자로 되어있는 배우자는 대상 외. 동일한 제도가 있으니, 근무처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 시청 1 층 보험연금과 ☎042-338-6844
▽문의: 후추(府中)연금사무소 ☎042-361-1011, 시청 보험 연금과

다마 소방서 로부터의 알림
당신은 문제없을까요? 주택 화재의 원인 첵크
올해 들어,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스스로 첵크☑ 하면서 재확인하여, 주택 화재를 방지합시다.

【담배】매년, 사망자 발생원인 제 1 위！

【전기 코드】주변에 잠재해 있는 화재의 위험！！

□잠자리에서의 담배는 절대 금지
□음주→끽연→ 취하여 잠깐 졸기 등에 주의
□꽁초를 재털이에 쌓아두지말고 즉시 버리기
□담배꽁초는 물로 완전히 끈다음 버린다
□불씨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피운다

□사용 안하는 플러그는 빼놓는다
□플러그, 콘센트는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탭은 정해진 용량의 것을 사용한다
□가구 등에 깔려있지 않는지, 굽어 있는지 주의!
□다발로 묶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곤로/풍로】주택 화재 발생 원인 제 1 위
의복에 불붙는 것을 주의！！
□조리중에 자리를 뜨지 않는다.
□주위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않는다
□방화용 앞치마나, 암 커버를 사용한다
□불이 냄비바닥에서 벗어나 올라오지 않도록 조절한다
□안전기능이 붙어있는 곤로나 풍로를 사용한다
만약의 화재에 대비하여
준비하자！ 주택용 화재 경보기
주택용 화재 경보기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당신과
당신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줍니다.
▽문의: 다마 소방서 예방과☎042-375-0119
꼭 화재 경보기를 설치합시다!

비타・먼슬리 콘서트
♪♪앙상블 소노리테 ～ 미야자키 시게루(宮崎滋) 코러스, 앨범♪♪
▽일시:
４월２６일（금）오후７시（６시３０분 개장）
▽장소: 세키도 공민관 비타 홀
▽정원:
２５０명（선착순. 당일 직접 회장으로）
▽출연:
미야자기 시게루（피아노・편곡）, 유우베 나호(夕部奈穂)（사회・휘파람）, 앙상블 소노리테
▽곡목:
「유랑민」「조슬란의 자장가」「음악에 붙여」「봄을 기다리며」「작은 과실(果実)」「치자나무」
「생명의 노래」「집으로 돌아가렴」 등（예정）
▽문의: 세키도 공민관 ☎042-374-9711

휴일 당번 병원

9:00～17:00 다마시 의사회: http://www.tama-med.or.jp/toban/

4/14(일) 다케시마 내과 클리닉 ☎042-338-5665
오치아이 3-11-3
4/21(일) 다마 클리닉 ☎042-375-7753
스와 5-10-1
4/28（일）
・니시다 어린이 클리닉（소아과） ☎042-376-1001
나가야마 1-2-14
플로라 나가야마 １층
・아이 클리닉 ☎042-375-9581
카이도리 1431-3
4/29（월・축）
・다케이 소아과 ☎042-357-3030
세키도 2-69-3
・미유키 클리닉 ☎042-372-4853
렌코지 1-8-3
4/30（화・축）
・가라키다 어린이 클리닉 ☎042-355-8505
가라키다 1-53-9 가라키다 센타 빌딩２층
・야마젠 내과 클리닉 ☎042-372-5588
이치노미야 4-40-3 세이세키사쿠라가오카 가든 하우스 1 층
5/1（수・축）
・어린이 클리닉 시미즈 ☎042-373-0512
츠루마키 1-24-1 신도시센타 빌딩３층
・아이 클리닉 나카자와 ☎042-311-2820
나카자와 2-5-3 유이마루 A 동１층
5/2 (목・휴)
・다마 가든 클리닉 ☎042-357-3671
오치아이 1-35 라이온즈 플라자 다마센타３층
・오오츠카 진료소 ☎042-311-1234
와다 2000-12 우치다 빌딩２층

어린이 준야간 진료소(건강센타 내)=소아과
어린이 급한 병은 우선 여기로 오십시오.
(19:00～ 21:45) ☎042-375-0909

휴 일 치 과 응 급 진 료 소 (건 강 센 타 내 )=치 과
( 일 , 축 , 연 말 연 시 의 9 : 0 0 ~ 1 5 : 3 0 ) ☎042-376-8009
주의

사전 전화연락 바람

☆외국인을 위한 생활상담실

5/3(금・축)
・다마시 어린이 준야간 진료소 ☎042-375-0909
세키도 4-19-5
・카이도리 우치다 의원 ☎042-389-3646
카이도리 1-52-1 노블 카이도리 1 층
5/4（토・휴）
・다마시 어린이 준야간 진료소
☎042-375-0909 세키도 4-19-5
・다마 나가야마 다카다 클리닉
☎042-400-5145
카이도리 3-6 의료 몰 나가야마３층
5/5（일）
・다마시 어린이 준야간 진료소
☎042-375-0909 세키도 4-19-5
・다무라 클리닉 ☎042-356-0677
오치아이 1-32-1 다마센타 페페리 빌딩 5 층
5/6（월・대휴）
・다마시 어린이 준야간 진료소 ☎042-375-0909
세키도 4-19-5
・다마센타 클리닉 미라이☎042-316-8570
오치아이 1-38 마그레브 파킹 빌딩１층

●급한 병자에 한합니다
●건강보험증・유아의료증 등을 잊지마시고
※오시기 전에 전화연락 하십시오
※당번 병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진 료 기 관 안 내 （ 24 시 간 체 제 로 실 시 ）
급한환자 텔레폰센타(다마 소방서내） ☎042-375-9999

소방청 재해구급센타 ☎♯7119（휴대폰, PHS, 푸시
회선） ☎042-521-2323（다이얼 회선）
동경도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03-5272-0303

외 국 어 의 료 정 보 （동경도 외국어 의료정보센타）
9 : 0 0 ～ 2 0 : 0 0 ☎03-5285-8181

제 1・제 3 목요일（13:30-16:30）TIC 활동실（비타 7 층）

※예약제

☆일본어 교실의 예정

다마시 위탁사업

(수강료：회원＝무료)

◆월요일 반
◆
″
◆목요일 반
◆
″
◆토요일 반

11：00-12：50
코코리아 홀 （미츠코시 ７층）
히가시나가야마 복합시설 302 교실 등 10：00-12：00
10：00-12：00
ＴＩＣ활동실
（비타 ７층）
19：00-21：00
″
″
14：00-16：00
″
″

4/8,15,22
4/8,15,22
4/11,18,25
4/11,18,25
4/6,13,20

5/13,20,27
5/13,20,27
5/9,16,23
5/9,16,23
5/11,18,25

△상기에 대한 전화예약 및 문의 ☎ ０４２－３５５－２１１８ TIC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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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이 있으시면 상기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또, 당 회보는
4 개국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글)로 준비되어 있사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TIC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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