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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판매・서비스・보안・ 운수 ・기능공・ 

      제조・건설등의 일 

B-  전문적 ・기술적・관리적인 일 

중졸 

기타 
0.6％ 

B 9.6％ 

A 65.6％ 

B 34.1％ 

A 89.8％ 

기타 
0.3％ 

일의 내용 중학・
고등학교졸업생의 
취직율 

％ 

중학합계 
 

고교합계 

고졸 

위의 그래프에 있듯이 중졸자의 취직은 어려운 것이 실태입니다.또 중졸자의 대부분은 A 일에 

취직하고 있습니다.즉「몸을 움직이는 일」이 중심입니다.선택의 폭이 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연이 있어 일본에서 살고있는 외국루츠의 여러분들이 기초학력을 익혀서 크게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스탭들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부디、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 

공부하러오세요.           문서책임자／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이시이 나나에 

후지미국제교류센터에서는、６세부터 
20 세까지의 사람을 대상으로 「취로를 
목적으로한 외국루츠의어린이를 위한 
학습지원」으로서 일본어와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일본에서 살고있는 

외국루츠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모두 
똑같이 교육을 받아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서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중학생、고교생은 토요일 

9시 부터 12시까지 공부합니다. 숙제를 
모르는 사람은 、과거 학교선생이나 
대학생이 가르쳐 줍니다. 
중간、기말테스트대책도 가르쳐줍니다. 
또、고교를 중퇴해버린 사람이나 학교에 
가지않은 사람、일을 하고싶으나 
、일본어를 읽고 쓰기가 부족해서 일을 
찾지못하고 있는 사람은 
월요일,금요일 10시부터１2시와 오후 2시 
부터 4 시에 와주세요. 

외국루츠의 어린이、취직을 

희망 하는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배움의 장소를 만들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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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끼리 트러블을 피하도록 주의합시다     

 후지미에서는 2015 년도（헤이세이 27 년도）의 「쓰레기버리는 

방법」을  쉽게 설명한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다양한  쓰레기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태우지 못하는 

쓰레기、리싸이클할 수 있는 쓰레기등、자세히 나누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쉬운 일본어를 포함해 5 개국어로 되어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방법은 

、각각의 시나 무라에서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북을 항상 가까이 두고 

쓰레기버리는 날에는 한번 보고나서 버리도록 신경을 씁시다. 「쓰레기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후지미노시、미요시마치에서도 다언어로 팜플렛을 작성했습니다. 

 

 

 

 

 

 

 

 

 

 

 

건강에 주목！헤이세이 27 년도 각종건강진단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있는 분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분은 얼마나 

있을까요. 병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도 

건강진단이 시작되었습니다.회사등에서 집단으로 받는 분은 

수진、건강상태를 알 수 있으나 、개인(개별건진)으로 받는 분은 

매우 적습니다.  

개별건진에서는 건진에 따라 수진료、수진방법、일정등이 다릅니다.       

건진은 번거롭고 、결과가 두렵다、자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만 

、병에 걸리고 나서의 고생과 비용을 생각하면 수진하는 수고는 적은 

것입니다. 이 기회에 수진하기를 권합니다. 

■검진명과 수진료（수진내용에 따라서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폐암검진（500 엔）、대장암검진（500 円）、 

자궁경부암검진(1000 엔）、위암리스크검진(500 円)、건강진사(무료)

간염바이러스검진（무료）、성인치과건진(500 엔)、임산부치과건진 

(무료)、생활보호수급자는 수진료가 면제됩니다. 

 

          

5 개국어『쓰레기 버리는 방법』가이드북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상きました 

 

실시의료에 기간내에 

전화로 예약 

 

건강보험증、생활보호

수급자증등을 지참 

의사와 면접하여 

결과설명을 듣는다 

 

 

 

■문의처는（후지미시、후지미노시、미요시마치 공통입니다.） 

건강증진센터 보건사무계 후지미시 쯔루마 3351-2 

☎ 049－252－3771 http://www.city.fujimi.saitama.jp/ 

 

「다문화교류 이벤트」에서 독일식 에그아트에 도전했습니다. 

 FIECE 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문화교류이벤트」로서、외국국적시민들로부터 

여러가지 화제를 제공받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류이벤트 제 2 회에서는 슈르츠 

카타리나씨（독일)한테서 독일과자를 만드는 방법과 

고향얘기를 듣는 차회화 시간을 즐겼습니다.  

 이 이벤트는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외국국적시민 여러분들의 강사로서의 참가를 

기다리고 테마는 

무엇이라도。부디、후지미노국제교류센타에 

연락해주세요.  Tel：049-256-4290 

■개별건진의 수진방법 

http://www.city.fujimi.saitama.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