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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식! 후지미시 시야쿠쇼에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 

「생활상담코너」 
가 생겼습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 외국 국적 

시민이 우리 일본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생활 

상담"입니다. 

 상담하러 오는 내용은 DV 에서 진학 

상담, 주택 문제, 병원 동행 등 다종 

다양하고 연간 700 건 정도 입니다. 

 그러나 센터가 후지미노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후지미시에 거주하시는 분에게는 

지금까지 많은 불편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4 월부터 매주 수요일 9 시부터 

12 시까지 후지미시 시야쿠쇼 2 층  제 3 

상담실을 빌려 고민 · 생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고민, 육아, 일, 비자, 무엇이든 

상담해 드립니다. 일본어를 잘 못하는 

분에게는 통역자를 파견합니다. 만약 

곤란한 일이 있으실 경우 꼭 오십시오.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전화 상담도 

받습니다. 

전화는 049-251-2711 입니다. 

 또한, 수요일이 불편한 분은 지금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10 시부터 16 

시까지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부담없이 들러 주셔서 꼭 

이용해 주십시오. 

전화 049-269-6450 

학습 시간 / 매주 토요일 10:00 ~ 12:00 

학습 장소 / 후지미시 시민 활동 지원 센터 

(카미후쿠오카역 서쪽출구에서 도보 2 분 

코코네 안) 

 공부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자녀 교육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분은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049-256-4290  

(월 ~ 금, 10:00 ~ 16:00)   

담당/도츠카, 야마하타 

「국제어린이클럽」

알고 계십니까? 

일본어를 못하는 읽고 

 쓰기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거나 학교 공부 

보충을 하고 있는 곳이 "국제 어린이 

클럽"입니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공부해 왔습니다. 

고교 수험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대학생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른까지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년 2 회 실시하는 모임에서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와도 좋지만 어린아이는 역시 엄마와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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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상세한 설명은「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０４９－２５６－４２９０ 로 

 

일요일은 자녀와 "미니 증기 기관차"를 즐겨주세요! 

패밀리서포트센터 취학 원조 제도에 대해 

후지미시 츠루세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 5 분 

"무사시노 녹지 공원"은 어른도 아이도 즐길 수 

있는 "미니 증기 기관차"를 탈 수 있는 장소로 

인기가 많습니다. 증기 기관차의 독특한 증기 

소리와 기적 소리, 연기 냄새. 미니 철도 

운전의 날은 자녀의 웃는 얼굴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매월 2 회 

운전 일을 결정했습니다. 승차료는 무료이므로, 

개최일에 맞춰 놀러 가시는 것은 어떠실른지요. 

비오는 날은 중지입니다. 

공립 초중등학교에 다녀 

 야 하는 학생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다닐 수 없는 

가정에 학용품 비용 · 

급식비 · 수학 여행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취학 원조 제도 "입니다. 

접수 기간 / 3 월 1 일 ~ 

2014 년 2 월 14 일 

※ 신년 (4 월 1 일)에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4 월 

15 일 (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취학 원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학교 교육과 또는 학생 

본인의 학교에 제출합니다. 

문의 / 각 시마치무라의 

학교 교육과에 문의하세요 

 ★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액 이하면 인정됩니다 

결정통지서는 집으로 보내  

드립니다. 

 가족지원센터는 육아의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제공회원)과 도움을 바라는 

사람 (의뢰회원)이 회원이 

되 어 지역에서 육아를 

지원하 는 활동입니다.  

모두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 

다  

★이용할 수 있는 내용 

탁아소, 유치원 셔틀 버스 

운행 종료 후 돌보기 · 

학교, 방과후 아동 클럽 

종료 후 돌보기 · 보호자의 

외출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돌보기 · 과외에 데리고 

오가기 등 다양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요금 

각시마치별로 이용요금이 

다릅니다. 

문의／각패밀리서포트센터 

후지미시 049-251-3337 

후지미노시 049-262-1135 

미요시마치 049-258-0075 

 

 매월 제 3 토요일에 

재활용 가구를 판매하고있는 

곳은 "후지미노시 재활용 

공방"입니다. 여기에서는 집 

적소에 나온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소파와 옷장, 

책상 등을 깨끗하게 수리도 

하고 닦기도 해 

리메이크해서 판매하고 있습  

니다. 

 가격은 1500 엔에서 비싼 

것으로 3000 엔 정도. 

매주 화, 목요일 오전 9 시 

부터 오후 4 시까지는 상품 

을 미리 구경할 수도 있습 

니다. 가격이 비싸 손이 닿지 

않는 것은 평상시 

후지미노시 재활용 공방에 

가셔서 귀한 물건을 찾아내 

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의／  

●후지미노리사이클공방 

☎254－8563〔화・목요일〕 

●후지미노시실버인재센터☎

266－3001〔월～금요일〕 

 

미니철도운전일 

〔일요일〕 

４월１４・２８일 

５월１２・２６일 

６월 ９・２３일 

７월１４일 

 

운전시간  

１０시～１２시 

１３시～１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