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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마세요！동일본・・ 
국제페스티벌에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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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 사무소가 이전했습니다. 신주소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韓 国 語 

 

 일본 열도가 모금 활동이나 물자의 지원으로 동일본 

분들에게 강력한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후지미노국 

제교류센터도 미야기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는 

이사 누마타씨에게 두번째의 의연금을 모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의연금, 물자 제공을 도와 줄 수 있도록 의식을 

집중해서 모집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누마타씨 촬영）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도 2 번 의연금을 보냈습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FICEC)가 활동을 개시하고 나서 금년으로 15 년째를 맞이합니다. 그 기간 

동안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는 많은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후지미시 후지미노시 미요시마치 및 
사이타마현의 행정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아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이나, 이해해 주시는 지역 여러분에의 감사와 다문화 공생・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국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또, 3 월 11 일에는 예상도 하지 않았던 동일본 대지진에 휩쓸리고 그 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 내가 심신 모두 지쳐 장래에의 불안을 안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되찾아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외국적 

시민과 함께 의연금 모집 활동도 이 모임을 이용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협력  후지미노시 후지미시 미요시마치 사이타마현경 
●일시  5 월 28 일（토）11 시～15 시 우천 29 일（일） 
●장소  후지미노시히가시쿠보중앙공원（이온 옆）  
●내용  세계의 요리 〔타이 칠레 베트남 미얀마  

대만 스리랑카 한국 네팔 필리핀 인도〕 
다함께 놀아요 
민족의상 코너〔전시코너 시착코너〕 
세계의 무용〔칠레 타이 한국 하와이 미얀마 토루코 일본식 북〕 
세계의 언어로 이야기합시다〔한국어 중국어 영어 타갈로그어 독일어 스페인어〕 
사이타마현경찰음악대의 연주와 방범 예방극 

의원금 활동〔모금활동 세계의 물품바자의 매출분을 기부〕 
                         문책  야마하다 히로코 
 

「국제페스티벌」은 5 월 28 일（토）입니다 

지금 인류는 아니, 일본인이 시험 받고 있습니다. 대지진, 원자력 발전 사고라고 하는 이 지옥 
같은 생활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할까?. 세계에서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뻗으면서 
일본인의 실력을 판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지 않아!  센터도 자그마한 도전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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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무소는 후지미노역에서 도보 20 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최종페이지를 봐 주세요. 

                     

좀 더 파소콘을 배우고 싶은 분에게・・・ 

유방암검진・위암검진이 무료로 되었습니다 

 후지미노시에서는 금년부터 여성 암의 

제 1 위인 유방암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위해서 검진을 무료로 했습니다. 동시에 

위암 검진도 무료이므로 연 1 회는 반드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조기 발견 ・ 조기 

치료는 절대 조건입니다. 실시는 둘 다 

카미후쿠오카 보건센터(☎264-8292)・오오이 

보건센터(전화는 카미후쿠오카 보건센터에) 

에서 합니다.  
검진일은 6 월・7 월로 되어 있으니  일정・ 

시간・장소・신청 순서・조건 등에 대해서는 

카미후쿠오카보건센터에 문의하시든지 

「시보 후지미노」를 봐 주세요. 또 센터의 

생활 상담에서도 도와드리니 꼭 검진을 받으 

실 것을 권합니다. 

외국적시민에게도 든든한 

안심・안전 어드바이서 

히가시이루마경찰서 

「국제 페스티벌」에 사이타마현경찰음악대가 
참가해 주십니다만 히가시루마경찰서도 강력한 
서포트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평소 
히가시루마경찰서가 외국적시민을 위해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몸에 익혀 경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1, 안심・안전 메뉴얼(6 개 국어 판) 작성 
2, 범죄・비행 방지・DV 등의 생활 상담 
3, 외국적아동이 있는 초중학교에서의 교통 

안전 교실, 비행 방지 교실, 방범 교실, 
호신술 교실등을 개최 

4, 외국적시민을 받아 들이고 있는 기업이나 
연수생을 받아 들이고 있는 기업, 일본어 
교실등에서의 교통 안전・방범 교실등의 개최 

5, 소년 유도 교실의 실시 
6, 유학생이 참가한 방범 캠페인 
7, 시마치무라등이 개최하는 국제 페어의 참가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생활 상담과 맞추어 든든한 동료로서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 장소 후지미노시 우레시노 1-4-1 
● 전화 049-269-0110 

 센터의 PC 교실은 항상 정원이 꽉 찰 

정도로 대인기입니다. 그 가운데도 PC 를 더  
접하시고 싶으신 분은 각 시마치무라 공민관 
주최의 PC 상담실에 다니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유 참가, 요금 무료입니다.  
예를 들면 후지미시에서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츠루세공민관 １～４수요 10:00～12:00 
             매주목요   19:00～21:00 
미즈타니공민관 １～４수요 14:00～16:00 
（약시이신 분）１・３화요 14:00～16:00 
미즈타니히가시공민관１～４수요 10:00～12:00 
 
 

까마귀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 룰！！ 

 까마귀의 번식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까마귀가 음식쓰레기를 먹어 지저분하게 해 
놓은 것은 근처에 큰 폐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쓰레기 버리는 
룰을 지켜 방지 네트를 걸쳐 주세요. 쓰레기 

버리기의 기본 룰로 제일 중요한 것은 
①쓰레기의 분별과 수거일을 확인하는 것 … 

특히 「자원물 1・2」 「불에 타지 않는・
유해 ・ 대형 쓰레기」와「용기포장 이외의 
플라스틱류」는 내는 요일이 같아도 주가 
다르니 주의해 주세요. 

②시간은 아침 8 시까지 버려 주세요. 버리는 
날이나 시간이 다르면 또 까마귀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부디 주의해 주세요. 

봄이 한창「차잎따기체험」을 위한 외출은?  

 옛날, 약으로도 귀하게 여겨져 온  차도 

 지금은 서민의 것. 그러나 일본인에서도 차 
잎따기체험을 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일본어 
교실에서는 여러분을 「차잎따기체험」에 
참가하시길 권합니다. 희망자는 센터에 5 월 
26 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실시일 5 월 28 일（토）13:00～ 
★장 소 츠루세「마루코엔」（☎049-261-1199） 
★집합송영 후지미노역 서쪽출구 12:30 
★비 용 100 엔 

（일본어교실에서도 부담합니다） 

韓 国 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