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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모집 중인 세가지 패턴 
   ■참가희망Ａ．앙케이트로 참가해도 좋다는 분 

    ■참가희망Ｂ．「외국국적시민회의」에 참가해도 좋다는 분 

 ■참가희망C. 양쪽 다 참가해도 좋다는 분  

  

 

● 묻고 싶은 앙케이트의 예를 소개합니다. 

①  일본에 살아 보니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 곤란한 점은 있습니까? 

②  생활할 때에 잘 모르는 것이나 곤란한 점은 누구에게 상담하거나 물어 봅니까? 

③  생활정보는 무엇으로 얻고 있습니까? 

④  일본보다 모국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써 주세요. 

⑤  자기 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 입니까・・・・ 

★참가해 주시는 분은 후일 편지로 앙케이트 용지를 보내겠습니다. 

「외국국적시민회의」에 참가해 주실 분은 회의일정(1월 15일 13：30～)등 상세한 내용을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韓 国 語 

외국 국적 시민의 
진정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합시다 

당신의 의견이 마을을 바꿉니다！ 

당신의 행동이 마을을 바꿉니다! 앙케이트는 이런 내용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외국국적시민시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인 분들에게 일상 생활 중에서 어떤 불만이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지에 대해 물어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노력도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와사키시나 요코하마시에는 「외국국적시민회의」가 있어 정기적으로 외국 국적인 

분의 생각을 행정에 호소해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역이 요코하마시나 가와사키시처럼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한걸음이라도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앙케이트, 

회의 결과는 책임을 지고 행정에 전하겠습니다. 

 
●응모하시는 분에게는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곳에 ○해 

주세요.      참가희망 A   참가희망 Ｂ   참가희망 C 
★ 앙케이트 송부처 (당신의)주소・이름・전화・FAX 번호 
  

전화신청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049-275-0370 
 

전화든지 하기의 부분을 팩스（049-275-0371）로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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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자신을！                            

방재훈련으로 

                                 가족의 안전을! 
                                                     

 

 

 

 

 

 

 

 

 

 

 

 

                             

                             

 

 

 

오오이마치국제미니교류회 

작지만 내용은 알찬 미니교류회, 올해도 

실시합니다. 내용도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의 

많고 알찬 내용. 가족이 다같이 즐겨 주세요. 

●즐길 내용 우동 만들기, 외국어미니체험, 

중국 전통 예능인 꽃 글자 제작, 태극권, 게임, 

마술.  

●참가비  무료입니다. 

●     ●문의처  센터에 전화로 

●전화      049-275-0370 

지난 호에서도 소개한 이 

루마동부지구합동방재훈련

이 얼마 있지 않아 실시됩 

니다. 

●일시 ８월２８일(일) 

오전 ９시～정오 

●장소  후지미시립미즈타니       

중학교     

●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지진 체험차, 연기 속에서 

의 피난 훈련,비축건조미 

로 밥짓기,소화기나 물동 

이로 소화, 머릿수건으로 

응급처치 

●볼만한 것 

재해구조견에 의한 부상자 

조사, 방재헬리콥타의 구조 

활동, 소방차량의 일제방수 

등. 

●연락처 

후지미시야쿠쇼 서무과 

049-251-2711 

 

● 평성１７년１０월１일 「국세조사의 날」입니다. 
나라의 정세를 조사하는 「국세조사」５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 외국 국적인 분도 

대상이 됩니다. 배포된 조사표에 기입하는 작업입니다. 생활을 좋게 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안심하고 참가해 주십시오. 

９월１１일(일)１０시부터１４시 

오오이마치오오이초등학교체육관 

중국어 교실 보란티어 강사 모집 

센터에서는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어학교실도 인기가 많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어 교실, 포르투갈어 교실, 영어 교실, 그리고 
한국어와 인기를 겨누고 있는 중국어 교실이 
있습니다만 현재 학습자에 비해 중국어 선생의 
숫자가 모자랍니다. 회화중심의 재미있는 교실입 
니다. 중국에 대해 여러모로 이야기해 주실 분 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에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꼭 참가해 주십시오. 

● 요일：매주 금요일 

● 시간：오전１０시부터１２시 

● 장소：「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 자격：특별히 없습니다. 

● 연락처：049-275-0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