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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생활정보일람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일정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람표에서“＊”이 붙어있는 항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협회（MAFGA）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미노오시 국제교류협회（MAFGA）  전화：072-727-6912／팩스：072-727-6920／e-mail：info@mafga.or.jp 

항      목 내          용   

다언어 

다언어 외국인생활상담 ＊ 
전화: 072-727-6912  

MAFGA 에서는, 여러나라 언어로 생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직접 방문,메일,전화 
일시：화요일~일요일 9:00~17:00 , 대응언어: 일본어, 한국・조선어, 중국어, 영어, 포르투갈어.(그외 
언어는 상담해 주세요.) 

개별상담은 상담원이 각 언어 통역자와 함께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매주화요일 11:00~14:30 
대응언어: 일본어, 한국・조선어, 중국어, 영어,(제 2・4 주 화요일은 베트남어, 포르투갈어에도 대응.) 

외국인시민을 위한 비자상담.     
예약전용전화: 06-6772-1127 

접수: 매일 9：00~17：30 
（연말연시는 쉽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의 통역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예약 필요. 상담・통역 무료. 
장소: (공익재단)오사카 국제교류센터 1 층(오사카시 덴노지쿠 우에혼마치 8-2-6) 

내용: 재류자격 변경이나 일본국적 취득 등, 재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서사 상담） 
일시：매월 제2주 수요일13：00~16：00/ 제4주 수요일17：00~20：00 

다언어 라디오방송 

타키 816(FM81.6Mhz) 

「GOOD DAY 미노오」 

 

각국의 화제나 음악, 미노오시의 정보 등을 5 개국어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월~금 12:30~13:00 / 23:00 ~23:30 

(월)영어,  (화)중국어,  (수)스페인어,  (목)태국어,  (금)한국.조선어 

문의나 리퀘스트는 MAFGA 로.  팩스: 072-727-6920／e-mail: info@mafga.or.jp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 수거일: A 지구는 월・목요일 / B 지구는 화・금요일 

빈병・ 빈캔＊ 수거일: A 지구는 제 1・3 수요일 / B 지구는 제 2・4 수요일 

페트병・ 불연성 쓰레기 

・위험 쓰레기・대형 쓰레기＊ 

 

 

한달에 2 번 (제 1・ 3 주 지구 , 제 2・4 주 지구 있음) 지역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회수. 

재생 자원  회수 
문의처 :환경정비실 

전화:072-729-2371  
팩스:072-729-7337 

신문, 잡지, 우유팩, 상자, 헌옷 등의 재생자원을 회수. 

일시・장소:11 월 13 일(토) 9:00~11:00  도요카와미나미 초등학교/ 

           12 월 11 일(토) 9:00~11:00  가야노키타 초등학교 

 쓰레기 버리는 법, 분류법 등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미노오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일본어・영어）http://www.city.minoh.lg.jp/seibi/02_howto/documents/dashikata20210802.pdf  

상  담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  ＊ 
장소: 휴먼즈프라자 

전화:072-721-4800 
팩스:072-721-3501 

 

채무 변제, 트러블, 교통사고, 상속, 이혼 등의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2 째 수요일에 있습니다. 

비용: 무료.  정원: 5 명(3 일 전까지 예약해 주세요.) 
일시: 11 월 10 일(수) 17:00~19:00 / 12 월 8 일(수) 17:00~19:00 

어린이 

보육소・유치원 마당 개방 ＊ 어린 아이들이 시립 보육소・보육원이나 공립 유치원 마당에서 놀 수 있습니다. 

오히사마룸   ＊ 

(육아지원센터)   
주로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어린이나 보호자를 위한 장소입니다. 어린이코너, 오히사마 룸、출장 육아광장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히사마 룸 카야노」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팩스：072-723-5433 

건 강 

기본건강검진 
장소 : 의료보건센터  

전화: 072-727-9555 
팩스: 072-727-3532 

15~39 세의 미노오시민(학교나 회사 등에서 건강 검진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은 무료로 

기본검사와 치과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11 월 5 일(금) 9:00~10:30 / 12 월 3 일(금) 9:00~10:30  

신청: 수진 전일 오후 3 시까지 의료보건센터에 (접수시간: 월~금 10:00~17:00) 

특정 건강 검진＊ 
미노오시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40 세~74 세의 사람은 4 월 하순에 우편으로 도착하는 

특정 검진 수진권과  보험증을 가지고 특정 검진 취급 의료기관에 가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어린이 치과검진 ＊ 
장소 : 예방치과센터 

전화 : 072-727-9556 

1~15 세까지의 어린이는, 등록하면 정기검진, 불소도포 등을 받을 수 있음.(등록은 무료)    

비용 : 검진료 1000 엔・불소도포 1000 엔 /회.  접수: 14:00~16:00(검진은 14:30~16:00) 

일시:10 월 22 일(금)・27 일(수)/11 월 5 일(금)・10일(수)・17 일(수)・29 일(월)/ 

12 월 1 일(수) 

유아 건강진단 ＊  
장소 : (1) 센바생애학습센터 
  (2)와(3) 종합보건복지센터 

문의 : 어린이 건강실 
 

(1) 4 개월 유아: 10 월 13 일(수) ・28 일(목) /11 월 11 일(목)・24 일(수) /12 월 9 일(목) ・22 일(수) 

(2) 1 세 6 개월 유아: 10 월 15 일(금) /11 월 2 일(화) ・19 일(금) / 12 월 7 일(화) ・17 일(금)  

(3) 3 세 6 개월 유아: 10 월 26 일(화) /11 월 9 일(화)・30 일(화) / 12 월 14 일(화) ・21 일(화) 

대상자에게는, 검진 받기 전달 15 일경에 접수시간・준비물 등을 인쇄물로 알려드립니다. 비용: 무료 

BCG 예방접종 

장소: 센바생애학습센터 

생후 5 개월부터 8 개월 사이의 접종을 권장합니다.  접수: 13:20~14:45  5 층 접수처 

일시： 10 월 27 일(수) / 11 월 18 일(목)・25 일(목) / 12 월 8 일(수) ・16 일(목)    비용: 무료  

토요노 광역 어린이 응급센터 ＊ 

전화 : 072-729-1981 
(미노오시 카야노 5-1-14) 

야간. 휴일에 중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진찰하고 있습니다. 진찰은 어린이의 발병(소아과의 내과)만. 

접수: 월~금요일 18:30~익일 6:30/ 토요일: 14:30~익일 6:30/  일・공휴일:  8:30~익일 6:30 

미노오시립병원 통역 자원봉사자 

전화: 072-728-2001 

진찰을  받을 때, 영어통역 자원봉사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에서 신청해 주세요. 

화・목요일：9:00~12:00 

특정의료검진 등 
장소: 이케다보건소(이케다시   

마스미초  3-19) 
전화: 072-751-2990 

(1) 골수이식 지원자 등록 (예약제)  /  (2) B・C 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예약제, 무료) / 
(3) HIV/AIDS(익명) ・매독 ・클라미디아 검사 (무료, 일부 유료) 

 접수를 받고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일시 등,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마음의 건강상담 장소: 종합보건복지센터          신청.문의: 이케다 보건소 (전화: 072-751-2990)  

 

mailto:info@mafga.or.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