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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메이션후지미노」의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크레디트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또 

은행구좌의 잔액이 얼마 없어도 우선은 고액의 쇼핑이 
그자리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하네요. 그렇지만 크레디트 
카드는 뭐든지 가지고 싶은 것이 손에 들어 오는「마법의 
카드」가 아닙니다. 당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보다 고액의 
쇼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신이「빚」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레디트카드로 자꾸 쇼핑을 해 버린 바람에 빚이 늘어서 

갚을 수 없게 되어 버린 사람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 현금으로 지불하면 「이렇게 비싼 물건을 
샀구나」혹은「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살 수 없어」등을 금방 
알 수 있지만 크레디트카드로 폼잡고 지불해버리면 돈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카드는 마약」이라는 말조차 
있습니다. 

 
 

 특히 크레디트카드의 「리볼빙지불」이라는 시스템은 요주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여러차례 사도 매월의 변제액을 
일정액수로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쇼핑을 
많이 해도 은행통장에 찍히는 매월 변제액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쇼핑을 했다는 자각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매월 조금씩 밖에 변제하지 않기 때문에 
원금＋이자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제가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레디트카드회사는 손님에 대해 이 리볼빙지불 전용카드를 

 세계는 지금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부터 필사적으로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힘든 가정경제, 적은 돈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  그것이 대출입 

니다. 그렇지만 잠깐 기다려 주세요. 계획에 없는 대 

출에는 위험이 가득,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지혜로운 대출을 위해 

대출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소비 

─ 빌리기 전에, 사기 전에 다시 한번 

 

대출・카드는「마법카드」！？ 
 아직 요주의입니다 

신형인플루엔자 

 멕시코에서 돼지인플루 
엔자의 사람에게의 감염 
이 확인되어 세계에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니 대처방안 
을  생각해 둡시다 
●감염예방에는 

＊외출할 땐 사람이 많은 

곳은 삼갈 것 

＊마스크를 할 것 

＊기침이 튀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람과의 

거리를 1～２ｍ이상 둘것 

＊외출후는 비누로 손을 

잘 씻고 목을 헹군다 

●발열・기침등의 급성호 

흡기증상이 있으면  

２시１쵸 부근에서는 

① 발열상담센터・토코로 

자와보건소 

전화 04-2903-1777 

②후지미시건강증진센터

전화 049-252-3771 

등에 상담해 주세요. 

 

무서운 함정은「리볼빙 지불」입니다 

韓 国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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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국어판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카드를 만들 때는 크레디트 
카드 회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듣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카드를 만드는지 잘 생각하고 합시다. 카드가 없어도 보통 
생활은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벌써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당신의 카드를 빌려 주지 마세요. 
트러블의 원천입니다. 

한편, 「소비자 금융」「고리대금업」등에서 돈을 빌려 

이자가 부풀어 변제할 수 없게 되어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금융업자는 리볼빙 지불에 의한 변제를 진행시킵니다. 

일설에 의하면 변제 방법의 9 할이 이 리볼빙 지불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장기간에 걸쳐 빚을 변제하게 되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크레디트카드이든 고리대금업이든 다액의 돈을 빌려 갚을 
수 없게 되면 자신 혼자서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소비자생활센터나 변호사회 등에 상담해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인정사법서사를 소개 받읍시다. 

  （글・마에다 ） 

 

 일본의 여름의 풍물은 뭐라고 
해도 불꽃놀이입니다.！조금 빠르 
지만 토우죠선연선의 불꽃놀이대 
  회를 소개합니다. 전통문화체험의 최고의 시간이 되겠죠 

 ●아사카시민마츠리「사이카사이」・・・8월 2일（토） 
 20：00 ～21：00  캠프아사카유적지 
 토우죠선아사카역미나미출구도보 5 분 우천일 경우 
익일로 연기 문의 048-463-1111 

● 코에도가와고에불꽃놀이대회・・・8월 9일（토） 
19：30～21：00 이사누마공원 
토우죠선카와고에역에서 서부버스카와고에그린파크행 
약 15분 하차 도보 5분 
우천일 경우 익일로 연기 문의 049-222-5556 

●히가시마츠야마불꽃놀이대회…8월 30일（토） 
19：00～21：00 토키가와리버사이드  토우죠선타가 
사카역에서 도보 10분    우천일 경우는 익일로 연기 
문의 0493-23-3344 

파소콘교실 안내 

파소콘지도의 프로에 
의한 「파소콘교실」이 
열립니다. 대상은 외국적 
시민 여러분, 비용은 
무료입니다.  
현재 6월부터 11월 까 

지 5명이 배우고 있습니 
다. 
다음 모집은 5명, 올해 

12월 부터 내년 5월까지 
입니다. 선착순으로 금방 
꽉 찹니다. 배우는 날은 
매월제 2, 제 4 목요일 
일본어교실 후 1시부터 
2 시 30 분 까지 입니다. 
견학, 대환영입니다. 
 일본어 공부한 뒤 들러 
보시지 않겠습니까?  

가든비치에서의 알림 

 후지미시시영 풀 「후지미가 
든비치」는 설비가 잘 되어 
있어 많은 외국적시민에게도 
친숙해져 있습니다. 올해도 
7 월 11 일(토)～9 월 6 일（일）

까지 오픈합니다. 
요금은 일반 500엔, 중학생 

 300엔, 초등학생 100엔, 
미취학아동은 무료입니다만 
 어른이 같이 와야만 합니다.  
기간 중의 행사로는 수영교실, 
추첨회, 메기 잡기 대회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후지미 가든 
비치」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 049-254-4349  

韓 国 語 

여름의 풍물·일본의 여름은, 

역시「불꽃놀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