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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지금부터 소개하는 인재은행의 

조직과는 다르지만 센터는 2시2정의 위탁 

을 받아 외국 국적인 분들의 가지각색의 상담을 받아 대응해 왔습니다. 그 합계가 

이만큼 모아졌습니다. 그 건수는 무려 486건. 전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인 스탭, 외국 국적 스탭의 선의가 모인 실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韓 国 語 

인재은행 
알고 계십니까? 

 
         돈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지는 
                세상이지만 선의의 마음을  
도구로 서로 도와 주고 보충해 주어 풍요로 
운 사회를 만들자는  사람들의 모임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도 등록· 이용하시지 않겠습 
니까? 

평성 16 년도 486 건！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생활상담 

당신의 선의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고민거리를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카미후쿠오카시 마을만들기 인재등록제도 

후지미시시민인재은행 
여러분의 모국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당신 나라의 말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 ｢후지미시시민인재은행 ｣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등록해 놓으면 상담 내용에 따라 인재은행에서 제일 적당한 분을 

소개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은 무료 보란티어입니다만  어학 등과 같이 

계속해야 하는 것은 등록자와 학습자가 서로 이야기해 수강료를 정할 수 도 

있습니다. 

●연락처 후지미시교육위원회내  인재은행 담당  251-2711 

★오오이마치    오이마치생애학습어드바이스 

★미요시마치보란티어활동지원센터 등록서클・인

재은행 

⇔ ●연락처  기획조정실  261-2611 

⇔ ●연락처  생애학습과  261-2811 
 

⇔ ●연락처  생애학습과 258-0019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많이 연락해 주십시오. 

 수속은 무료입니다.   ●연락처 275-0370 

서로 도와주는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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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８월２８일 잊지 마세요！ 

                              방재훈련으로 

                                 가족의 안전을! 
                                                     

 

 

 

 

 

 

 

 

 

 

 

 

                             

                             

 

 

 

 
 

ＨANARO 회 

이벤트정보 

야외에서 바베큐를 

 마음껏 즐깁시다. 

여름입니다. 자외선은 좀 성가십니다만 야외의 나무 

그늘에서 여름을 만끽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HANARO회의 여름 이벤트가 정해졌습니다. 

「야외바베큐대회」입니다. 가족과 함께 놀러 오십시오. 

● 일 시 7월27일(수) 11시 현지집합 

● 장 소 오오이마치 야외활동 광장 

● 참가비 어른1000엔 어린이 300엔 

● 신청 센터에 전화로 

전화 275-0370 

이루마동부지구합동방재훈

련을 실시합니다. 인재, 

천재 어느쪽도 평상시의 

체험이 있으면 피해정도를 

가볍게 하는 것은 물론 

목숨조차도 잃지 않게 

됩니다. 지진의 무서움 

체험(지진체험차), 연 

기 속의 피난체험 등 어느 

것을 선택해도 일상생활에 

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만 

을 경험할 수 있는 날 입니 

다. 가족이 함께 오세요. 

●일시 ８월２８일(일) 
오전９시～정오 

●장소 후지미시립 

    미즈타니중학교 

●주로 체험 할 수 있는 것 

지진체험차,  연기 속의 피 

난훈련, 비축건조미로 밥 

짓 

기, 소화기나  물동이로 소 

화, 삼각수건으로 응급처치 

● 볼만한 것 

화재구조견의 부상조사, 

방재헬리콥타의 구조활동, 

소방차량의 일제방수 등. 

● 주최 

후지미시 외 1시2정 

이루마동부지구소방조합 ・

히가시이루마경찰서・ 

각시정소방조합 

 

히가시이루마의사회소아시간외구급진료소 

많은 자치단체의 고민거리 그것은 긴급하게 응해 
주는 소아과병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올해 4 월 
그 고민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개설한 것이 이것 
입니다. 진료시간은  월～토 20:00～22:00. 
어린이가 있는 부모라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 이 진료소를 기억해 둡시다. 
●장소 카미후쿠오카시코마바야시３５３ 

●전화  264-9592(대) 

알고계셨습니까?② 구급휴일진료 

★ 히가시이루마의사회 휴일급환진료소 

카미후쿠오카시코마바야시 353 전화 264-9592 
히가시이루마의사회 제 2 휴일급환진료소 

후지미시츠루마 3351   전화 252-4050 

● 평성 17 년 10 월 1 일 「국세조사의 날」입니다. 
나라의 정세를 조사하는 「국세조사」５년에 1번 

실시됩니다. 외국 국적인 분도 대상입니다. 배포된 

조사표에 기입하는 작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