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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보육소(원) 
아동모집이 

시작됩니다 

아이가 있는 일하는 엄마들이  기대하는 곳 

 

 
 

 

 

 

 

 

★ 신청 접수일 ★  

●후지미노시  
１１월３０일(수) 
１３：３０～１６：００ 
１２월１일(목) 
１３：３０～１８：００ 
１２월２일(금) 
１３：３０～１６：００ 

 

●후지미노시 

１２월１・２일(목・금) 
９：３０～１８：００ 
１２월１２・１３일(월・화) 
９：００～１９：００ 
(１２시～１３시 제외) 

 

●미요시마치 

１１월２４・２５일（목・

금）  
９시～１２시・ 
１３시～１６시 

(접수일 신청할 수 없는 
분은１２월２２일（목）

까지 복지아동과에서 수 

 시 접수합니다) 
 

★ 보육소・보육원 일람(공립・사립) ★                  

제１보육소(공립) 
제２보육소(공립) 
제３보육소(공립) 
제４보육소(공립) 
제５보육소(공립) 
제６보육소(공립) 
후지미노보육원(공립) 
코바토보육원(사립) 
케야키보육원(사립) 
코도모노소노Ｂaby(사립) 
[가]니시미즈호다이보육원(사립) 
평성 18년 4월 개원 예정 

우에노다이보육소（시립） 
타키보육소（시립）  
카스미카오카보육소（시립）  

니다보육소（시립）  
니시보육소（시립）  
카메쿠보보육소（시립）  
카메이보육소（시립） 
츠루가오카보육소（시립） 
오오이보유소（시립） 
탄포포보육원(사립) 
카스가보육원(사립) 
카제노사토보육원(사립) 
[가]츠루가오카제 2보육소(사립) 

제１보육소（쵸우립） 
제２보육소（쵸우립） 
제３보육소（쵸우립） 
 
 
 
 
 
 
 
 

韓 国 語 

일하고 싶고 일할 장소도 있지만 아이 때문에 일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엄마들의 고민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보육소(원)입니다. 그 

보육원의 모집이 시작됩니다. 각 자치체의 접수기간이 짧으니까 접수날짜에 

신경을 써   희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보육소란 

생후 3개월 또는 6개월 
부터 초등학교에 들어 
가기 전의「보육을 받을 
수 없는」아동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어느 
가정의 아동도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대해서 
는 야쿠쇼나 야쿠바의 
담당과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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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１月１２日（土）から１１月２５日（金）まで 

 

                      

 

 

 

 

 

                             

                     

 

 

 

 

 

 

 

 

 

 

 

 

 

번역을 끝내고 원고를 센터로 보낼 때는 늘 떨리는 

마음입니다. 선생님께 답안용지를 내는 학생의 기분에 

비유하면 적당할까요.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이 정보지를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갖고  또 

정보도 얻어 외국생활 하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족하지만 몇 년 동안 번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기도 

하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지명이나 인명이 나오면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나름대로 일본어 공부도 된 것 같아요. 일본에서 산 지 11년이 넘다 보니 일본어 

실력은 어느 수준에서 그렇게 느는 것 같지 않은데 한국어 실력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번역해 놓고 보면 일본어 같은 한국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없지 않아요.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많이 읽어 주세요. 그리고 조언도 해 주시고 정보지도 많이 

활용하셔서 지역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 현 숙 
   

★ 후지미일본어서클 

새주소로 이전했습니다 
10 년 이라고 하는 긴 기간 활동해 온 

「 후지미일본어서클 」 이 새로운 교실을 

얻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 

습니다. 새교실은 츠루세역에서 도보 

5 분 정도의 장소에 있는  후지미시

「 츠루세니시교류센터 」 입니다.장소는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전화０４９－２５１－２７９１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을 하면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65 세 

이상인 분 또는 60 세에서 65 세 미만인 

분으로 심장 ・ 신장 또는 호흡기 

기능마비, 히토면역부전바이러스에 의 

한 면역기능에 장애가 있는 분, 희망하 

시는 분은 자기부담 1000 엔으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희망자는「인플루엔 

자에 대해서 」 라며 가까운 야쿠쇼에 

문의해 주십시오. 

★ 「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

사무소가 12월부터 후지미노시 

로 이전됩니다. 
5 년간에 걸쳐 친숙하게 사용한  

센터의 장소가 바뀝니다. 현재 장소 

는 역에서 멀다는 이용자의 요망에 

따라 카미후쿠오카역에서 5 분 이라는 

가까운 곳에 있는 장소로 이전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마지막 페이지를 봐 

주세요. 센터의 기능 전부가 이동 

(異動)되니 주의해 주십시오. 

활동개시는 12월 17일부터 입니다. 

 

★외국국적 보란티어 ・스탭을 

모집합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 더 많은 

외국국적 스탭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친구를 만들기 위해 같은 나라 사람의 

생활상담을 위해  목적은 묻지 

않습니다. 같이 활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자유입니다. 

  생각난 것, 하고 싶은 것을 일본인 

스탭과 즐겁게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센터로 오시든지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는 049－275－0370 입니다.  

 

１００호 기념 
번역자 인사말 

외국인생활상담（무료） 전화０４９－２５３－７７４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