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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의 건강은 부모가 지키는 것 
  매월 건강정보를 주의 깊게 봅시다 
 

   

   ★４월부터 투베르클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BCG직접 접종에！   

● 결핵예방법 개정에 의해  4월 1일부터 투베르클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BCG 

를 직접 접종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대상이 되는 연령도 

5개월까지로 바뀝니다. 

   후지미시에서는 개별접종을 실시하오니 시내의 지정의료기관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받으십시오. 또 4 월 1 일 이후의 개별접종은 생후 6 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접종할 수 없으니 3 월까지의 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접종을 받아 주십시오. 

 

    （평성１７년３월３１일 까지） 

★ ：대상연령：생후３～４８개월 미만 시 

★ ：접종방법：투베르클린 반응검사 후 음성인 사람만 BCG접종 

★ ：접종장소：건강증진센터 

 

 

     （평성１７년４월１일부터） 

★ ：대상연령：６개월 미만 시 

★ ：접종방법：BCG직접 접종(투베르클린 반응검사 생략) 

           ★ ： 접종장소：후지미시내의 의료기관 

 상세한 내용은 

● 후지미시：건강증진센터・・・・・０４９－２５２－３７７１ 

● 카미후쿠오카시：보건센터・・・・０４９－２６４－８２９２ 

● 오오이마치 ：보건센터・・・・・０４９－２６６－２３００ 

● 미요시마치 ：환경위생과・・・・０４９－２５８－００１９ 

韓 国 語

알고 계셨습니까 

결핵예방법 개정입니다. 

영유아 ＢＣＧ 예방접종  

받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현 

행 

개
정
후

건강카렌더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1 년간에 이 정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강안내 

카렌더입니다. 이 달은 4월부터 변경・실시하는 영유아 BCG예방 

접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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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고 싶어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여 대인관계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후지미시, 카미후쿠오카시, 오오이마치, 미요시마치로부터 위탁을 받은 「후지미노국제교 

류센터」에서는 매월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거리는 커지기 전에 해결 하십시오. 

전화는 
 ０４９― ２５３―７７４４  상담은 무료입니다. 

● 마음껏 서로 이야기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외국국적시민 모임●●● 
같은 나라 사람끼리 이야기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있어도 똑같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해외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분 들과 이야기 할 기회는 좀처럼 없

습니다. 그런 평상시의 생각을 만족시킬

모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평소 생각

했던 생활개선정보를 소재로 이야기 하는

시간. 외국국적인 분의 생각만을 마음껏

내어 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장소：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 일시：매월 제 3월요일１시부터３시 

    ２월은 ２１일（일） 

★ 비용：무료. 다과를 즐기면서 정보교환

타임    

● 자판을 보지 않고도 OK 

컴퓨터 ・타이핑 강습회●●● 
 자판을 보지 않고도 화면 만을 보고

컴퓨터를 입력하는 「텃치타이핑」. 

열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음악을

연주하듯 화면을 채워 갑니다. 

당신도 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인 분은 무료입니다.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장소: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 일시:３월 제１～제４일요(４회) 

        오전１０시～１２시 

★ 비용：４０００엔(외국국적인 분 무료)

◆사과와 정정・・・「인포메이션후지미노」１２월 호에 소개한 도서관 이용카드 만드는

방법입니다에서 1 장만  만들면 다른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만

이용카드는 각 시, 마치의 도서관이 발행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정정합니다. 

놀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외국의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가벼 
국제교류살롱     운 마음으로 수다를. 강연도 있습니다. 

★★★★★★★★★★★  놀러 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 일 시：：：３월６일(일)오후 2시～4시 
● 회 장：：：후지미시미즈타니공민관 다목적홀 
● 참가비：：：200엔(간식대) 

외국국적인 분의 생활상담은 맡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