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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새 주소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韓 国 語 

 

 

최근, 활발히 리볼빙 지불이 선전되고 있어  말은 들은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볼빙 

지불로 하면 다양하게 특전이 붙는 일이 있어 잘 이해하지 않고 리볼빙 지불을 선택해 버린 

적은 없습니까? 이 리볼빙 지불, 구조를 모르고 계속 가벼운 기분으로 사용하면 큰일날 수 

있습니다 빚이 눈사람 커지듯이 커져 자기파산에 몰리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리볼빙 지불의 구조와 수수료라고 하는 이름의 이자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리볼빙 지불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번은 원리 정액방식으로 지불할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리정액방식은 지불액은 매월 일정합니다만 일정액 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이 

지정한 금액으로 일정하게 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만엔 정도 쇼핑했을 때 매월의 지불금액에 따라 지불 횟수와 지불 총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수수료는 카드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만 여기에서는 15%로 

계산했습니다. 

（우수리가 생겼을 경우, 최종회의 지불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이용금액 수수료・이율 매월 지불금액 지불횟수 지불총액 

5,000 엔 24 회 115,782 엔 

10,000 엔 11 회 107,497 엔 

100,000 엔 15％ 

20,000 엔 6 회 103,923 엔 

매월 지불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지불 횟수가 증가하고 지불 총액도 증가해 갑니다.  

이것만 봐도 반제 기간이 길면 그 만큼 손해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층 더 무서운 것은 매월의 지불이 일정해 빌리기 쉽기 때문에 반복해 필요이상으로 사용해 

버려 차입 금액이 증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차입 잔고에 대해서 이자가 들므로 잔고가 증가하면 

지불하는 이자도 증가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지불하는 최저 지불액 중 이자 분의 비율이 

증가해  반대로 지불하는 원금이 줄어 듭니다. 그 결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원금이 줄어 들지 

않기 때문에 지불이 끝없이 계속 되게 됩니다. 게다가 리볼빙 지불 수수료는 꽤 비싸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겼을 때에는 지불액을 늘리거나 일괄 반제할 

것을 추천합니다.  

카드 회사의 대부분이 지불액 증액이나 일괄 반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홈 페이지상에서 반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카드 회사도 있습니다.  

다.  꼭 이용하셔서 반제 플랜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크레디트 

카드는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마법의 카드는 아닙니다.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빚을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고 

정말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도록 합시다. （ 글·우에시마 나오미） 

리볼빙 지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카드로 쇼핑, 대금 지불은 일정액으로 매월 얼마 안 된다는,  이런  선전에 끌려 
무심코 쇼핑을 거듭하게 되는  리볼빙 지불. 뒤에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한 것이 큰  영향이나 비극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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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무소는 후지미노역에서 도보 20 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최종 페이지를 봐 주세요. 

 

「아기의 역」(사진)이 생겼습니다. 

외국적 시민인 분으로 관공서에서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일본어에 자신이 없어서 갈  수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전할 수 없다는 경험은 없습니까. 이러한 고민에 

대응하기 위해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는 사이타마현내의 14 곳의 관공서창구(사이타마시 10 구 

·와라비시·히가시마츠야마시·미사토시·나메카와쵸)에서「휴대전화회선을 이용한 통역업무」를 

 본격적으로 스타트했습니다.   
통역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관공서의 안내에 가 문의한다（일본어가 불안한 분은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모해 가면 

좋겠네요）⇒②안내된 장소에 간다⇒③메모나 말로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④직원이 통역자에게 전화 연락⇒⑤그 자리에서 통역자를 포함한 상담이 시작된다 자세한 
설명은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로  전화해 주세요. 

 

2011 년도판「자원물·가정쓰레기 버리는방법  방법」 

자녀 의료비의 수급 자격증을 보내 드렸습니다  

휴대 전화를 이용한 무료 

통역이 스타트 

●기시카미씨의「풍습·신기한 일본인」 

벚꽃나무아래에서 청색시트를 깔고 

음료수나 음식을 펼쳐 벚꽃을 감상하고 

대화를 즐기는 풍경은 일본 특유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연회를 겸한 꽃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만 「고주망태공동체 」라고 

하는 말도 꽃놀이 등의 연회자리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으로 상사나 부하 상관없이 모두 같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말로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는「고주망태 

공동체」라고는 해도 상사와 부하가 

직급에 상관없이 도가 지나치게 행동하기 

는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주망태공동체」라는 말은 그 내용보 

다는 그 언어의 사용을 즐거워 하는 것에 

존재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저 

뿐일까요. 신중하고 사양을 미덕으로 아는 

일본문화는 여기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 

다. 여기「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근처에 

있는「다이벤텐 

노모리공원」도 

벗꽃의 명소입니 

다. 

센터에서 일본어 

를 배운 뒤 피곤 

해진 머리를 꽃 

놀이로 식히는 

것은 어떠실까요 

 

 

 후지미시에서는 중학생까지의 의료비를 무료 

로 합니다만, 4 월부터 이용하는 새「자녀의료비  
수급자격증(황색 )」을 보냈습니다. 초중학생의  
자녀분이 있는  분은 확인해  주세요. 
 초중학생의 의료비 조성 방법은 병원 등에서  
일단 돈을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시에  
지급 신청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의  
육아지원과에 상담해 봅시다.  

후지미노시에서는「2011 년도판 자원물 
·가정 쓰레기 버리는 방법 」이라는 해설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각 가정에  
배포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이웃과의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쉬운 생활  습관입니다. 
 외국인이니까 라고 말듣기 전에 자원물이나  
가정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몸에  익혀 주세요 
센터에서는 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어 교실에서도 희망하시는 분에게는  
교재로서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용해 
주십시오.「영어·중국어·한국어·포르투갈어·
타갈로그어·타이어판의 쓰레기 버리는 방법」 
도 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외출할 

때 기저귀의 교환이나 

수유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 

습니다. 
현재, 공공 시설이나 민간 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의 간판이 있는 곳이 아기의 
역입니다. 보이면 부담없이  사용해  주세요.  
다만, 밀크를 타기  위한  뜨거운 물은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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