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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国 語 

 

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 1111⇒왕따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기분으로 상대를 

응시할 수 없는가. 사실은 괴롭히는 사람도 무언가에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고민을 왕따라고 하는 형태로 발산시키지 않고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 

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 2222⇒왕따 당하고 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그런 마음은 옳지 

않다. 부모는 아이가 이야기해 주어야 안심한다는 것을 자녀분에게 전해 주자. 부모는 함께 

화내고  행동해 준다는 것을 믿도록 서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 3333⇒왕따하는 아이가 밤에 혼자서 걷고 있었을 때 매복해, 봉으로 반격 했던 적이 

있다. 상대는 비명을 질렀다. 폭력은 안 된다.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강한 아이는 폭력으로 

반격하지 않는다 왕따하는 아이는 불량에도 들 수 없는 어중간한 인간이다. 이쪽의 보복에 

반격 하는 근성도 없다. 정신적으로 지지 않는 것이다. 싫은 상대라도 좋은 곳을 찾아내자. 

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 4444⇒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와 좋은 인간 관계를 소중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상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혼자서라도 살아간다고 하는 

독립심을 갖게 하도록 서로 이야기할 수 없을까. 과거에 창조적인 일을 완수한 많은 사람은 

고독을 안고 인생을 극복해 왔다고 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 5555⇒왕따 당하면 학교에 가지 않는 다는 선택도 있다. 공부는 학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해 왕따의 실태를 밖에 알리는 것도 좋다. 아이의 무력감, 죄악감, 

어쩔수 없음을 전하는 방법,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 6666⇒당신이 부모라면 세계에서 제일 너를 지키고 싶은 사람은 아버지, 엄마라는 

것을 알도록 일상생활 중에 몸에 베기게 하자. 자신의 골을 빨리 찾아내게 해 타인의 평가 

등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자신 연마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싶다. 

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 7777⇒왕따를 하는 아이나 당하고 있는 아이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럴 때 반의 모두를 말려 들게 해 무엇인가를 하는 아이디어는 어떨까. 당신이 부모라면 

그런 힌트를 아이에게 주는 것도 집단 괴롭힘을 없애는 지혜라고 생각한다. 

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 8888⇒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왕따를 당하면 무리하게 가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의 장소를 떠나도록  해 주고 싶다. 신천지에서는 아이의 삶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 주는 장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는 것도 부모의 의무일 것이다. 

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 9999⇒우리 아이가 왕따하는 본인임을 알았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왕따하는 원인이 되는 초조감을 찾아내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대화의 장을 아이에게 만들어 주는 것부터 시작하자. 

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어드바이스 10101010⇒학교는 목숨을 잃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중학 졸업까지 살아남자.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의 환경을 바꾸어도 좋다. 고교생이 되면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나온다. 즐거운 생활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 

 

 

 

 

 
 
   
 
 
 

 

 

 

 

 

 

 

 

    

 

 

 

 

 

 

 

 

 

  

 

 

 

 

 

 

 

                       

                           

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    자녀분을자녀분을자녀분을자녀분을    

""""왕따의왕따의왕따의왕따의    함정함정함정함정""""으로부터으로부터으로부터으로부터    

지키기지키기지키기지키기    위해서위해서위해서위해서・・・・・・・・    

각계에서각계에서각계에서각계에서    활약하는활약하는활약하는활약하는    분들의분들의분들의분들의    의견을의견을의견을의견을    

신문에서신문에서신문에서신문에서    모아모아모아모아    보았습니다보았습니다보았습니다보았습니다    
ＰＡＲＴ2 

「「「「왕따는왕따는왕따는왕따는        범죄범죄범죄범죄」」」」라고라고라고라고    하는하는하는하는    인식을인식을인식을인식을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아이의아이의아이의아이의    일상생활을일상생활을일상생활을일상생활을    지켜지켜지켜지켜    봅시다봅시다봅시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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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cec.jp/living/               

 ●정보의 상세한 설명은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049-256-4290 로 

 

  

탁아소, 보육원에 자녀분을 

맡기고 싶은 분을 위한 모집이 

머지않아 각 시마치에서 시작됩 

니다. 댁 근처 관공서의 보육과 

로, 신청 방법이나 일정을 확인 

해 늦지 않게 해 주세요. 서류는 

신청 서류 일식과 모자 건강 

수첩을 가지고 신청 아동을 

데리고 신청합시다.  

함께함께함께함께    즐기시지즐기시지즐기시지즐기시지    않겠습니까않겠습니까않겠습니까않겠습니까? ? ? ?     후지미시의후지미시의후지미시의후지미시의    「「「「국제국제국제국제    교류교류교류교류    포럼포럼포럼포럼    2012201220122012」」」」    

10101010 월월월월    1111 일부터일부터일부터일부터    후지미노시에서후지미노시에서후지미노시에서후지미노시에서    패스포트패스포트패스포트패스포트    취득이취득이취득이취득이    가능하게가능하게가능하게가능하게!!!!    

 

 

 

평성평성평성평성    25252525 년년년년    4444 월의월의월의월의    공립탁아소공립탁아소공립탁아소공립탁아소    

・・・・시립시립시립시립    보육원의보육원의보육원의보육원의    입소입소입소입소    신청신청신청신청    접수접수접수접수    

10101010 월부터월부터월부터월부터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영유아의영유아의영유아의영유아의    의료비가의료비가의료비가의료비가    변경되었습니다변경되었습니다변경되었습니다변경되었습니다....    

 패스포트의 신청 ・ 교부 수속이 10 월 

1 일부터 후지미노시의 출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사이타마현의 패스포트센터(카와고 

에, 오미야, 쿠마가이, 카스카베)에서 수속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후지미노시 서비스센터 

2 층의 출장소로 바뀝니다. 고향에 돌아가시는 분, 해외 

여행 하시는 분 등에게는 준비가 매우 편리하게 

됩니다만 수속을 할 수 있는 분은 일본국적을 가지고 

후지미노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분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긴급긴급긴급긴급    카드가카드가카드가카드가    생겼습니다생겼습니다생겼습니다생겼습니다    

●어린이 의료비 지급 제도의 변경・・・ 초등학교 1 

학년부터 중학 3 학년까지의 자녀분은 후지미시, 

후지미노시, 미요시마치의 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 건강 보험증과 수급 자격증을 제시하면 원칙적으로 

창구에서의 지불이 없어졌습니다. 

● 영유아 의료비 지급 제도의 변경 ・ ・ ・ 0 세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자녀분은 10 월부터 어린이 

의료비지급제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9 월까지 유효했던 

수급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수급 자격증이 바뀝니다・・・0 세부터 중학 3 학년의 

자녀분으로 벌써 유아 의료비(노랑),  어린이의료비 

 (복숭아)의 수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새 수급 

자격증이 우송되고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지급 등록 신청을 해 주세요. 

 외국적시민과 이야기를 주고 받는 이벤트, 후지미시의 「국제 교류 
포럼」이 11 월 11 일 (일)에 열립니다. 장소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후지미노교류센터]에서 후지미노역 동쪽 출구 도보 10 분의 거리에 
있습니다.. 
 물론 참가비는 필요 없습니다. 내용은 세계와 일본의 문화라고 
제목을 붙여 세계 민족 의상이나 일본 기모노를 입은 사진 촬영, 
꽃꽂이 체험, 일본식 북 체험, 태극권, 국기 카르타 등 다채롭습니다. 
그 외에 재일 외국인이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본과 자국의 
차이 등을 말하는 「재일 외국인의 주장」, 

그리고 어트랙션, 티타임, 타이식 맛사지, 전각・・・등 즐거움은 계속 됩니다. 

새로 생긴 후지미시의  "유루캐릭터"  후와피-씰도 당첨되는 행사도 있습니다. 

시간은 12:00 부터 16:00 까지  유아보육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을의 기분 좋은 하루를 

가족 여러분과 함께 놀러 오세요. 

반드시 새로운 발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시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긴급시에 이런 

카드가 있으면 살아난다 

하지만」이라고 말한 외국인의 

어드바이스로 「외국인 긴급 

카드」가 생겼습니다. 

가게에서, 학교에서, 동료끼리 

사용해 주세요. 센터에 있으니 

아래의 전화 번호로 신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