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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자녀들의 변화에 주의합시다

이지메
じめ

없앨 수 있는 것은
우리들 뿐입니다.

최근의 뉴스에서「이지메」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정신을 바짝차리고 、장래가
있는 자녀들을 「이지메」로부터 지켜야만 합니다.

후지미시에서는 작년 12 월「후지미시 이지메방지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린이들을 이제메로부터 지킬려고 、시민들에 의한 「이지메방지 서포트제도」도
만들었습니다. ICEC 도 누구보다 먼저 참가신청을 하고 、어린이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봐도、이지메 건수는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아동、생도뿐만아니고 「이지메의 싹」은 아무데서나 싹이터서 아무데서나 씨를 만듭니다.
이지메의 싹은 매일매일의 감시, 지켜봄으로 싹을 잘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자녀들의 장래를 자키기 위해 、시민들의 강한「지켜봄」으로 이지메를 박멸해 가야 합니다.

＜이지메에는 、 이런 일들이 알어나고 있습니다＞
●냉소、놀리기、욕설、위협적인 말、싫어하는 것 당함
●친구사이 이간、집단에 의한 무시。금품등을 빼았김
●가볍게 부딪히거나、장난처럼 떄린다는가、발로 찬다
●싫어하는 일이나 부꾸러운 일、위험한 일을 강요당하거나 함
●컴퓨터나 휴대전화로、있지도 않는 일이나 이상한 것을 써 넣는 행위
다음과 같은 항목이 마음에 걸리면 、작은 일이라도 바로 학교에 상담을 !!
＜이지메 조기발견 체크리스트＞

□ 이불속에서 좀처럼 나올려고 하지않음
□

이유가

확실치않는

옷이

더렵혀져

□ 사준 적이없는 물건을 갖고있다.
있거나

단추가 떨어져 있다.

□ 휴대폰이 울려도 받을려고 하지 않는다
□ 소지품이나 자전거등이 망가져있다

□ 멍이나 상처가 있어도 그 이유를 얘기안함

□ 프린트물이 찟겨져있다

□ 아침일찍 또는 저녁에 외출하는 일이 많다

□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 도구나 소지물에 낙서가 있다

□ 식욕이 없다

□ 돈 씀씀이가 헤프고、무단으로 갖고 나간다

□ 메일을 들키지않게 힐끗힐끗 본다

□ 방에 있는 소지품이나 학용품이 없어졌다

□ 가족과 얘기하려하지 않는다

＜이지메 해결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과 정면으로 부딪힙시다＞
학교내외를 불문하고 、어린이들이 이지메를 당한다고 생각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린이들을 이지메로부터 보호합시다. 동시에 학교나 관계기관등에 연락해서 해결토록
노력합시다. 또 어린이들이 자신이 스스로 괴로움이나 슬픔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 가까이 가서 안심할 수 있는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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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미노시 후루사토헬로워크에서 취직상담이 가능합니다
쯔루세역 니시구치의 선라이트홀내에 온「후지미노시 후루사토헬로워크」에 이어서、

★ＰＴＡ総会委任状・・・総会に欠席する時、

후지미노시 시약쇼 2 층에도「후지미노시 후루사토헬로워크」가 생겼습니다. 후지미노시에
살고 있는 분에게는 일자리 찾기가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후루사토헬로워크에서는
전문상담원이 있어 일자리 찾기를 서포트해 줍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찾고 싶을 때는 、５대의
텃치판넬컴퓨터에서 구인광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미후쿠오까역에서 도보 10 분입니다.
●이용일／월요일～금요일

오전９시～오후５시

●장소／후지미노시 시약쇼 본청사２층

●문의／０４９－２４２－０１９７

아파트 철거시의「원상회복」으로 트러블이 늘고있습니다.
방을 빌릴 때 내는「시키킹」은 집세를 덜 내거나 퇴거시의 수선 ・
청소비등이 발생했을 때、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퇴거시에는 빌린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만、보통 사용해서 변하는 것（가구로 인한 카페트가 움푹
들어갓다던가、햇빛에그을렸다던가、열쇠교환、하우스크리닝등）은
빌려준 쪽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퇴거시에
시키킹을 넘는 돈을 청구받았다는 등의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아파트퇴거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청구가 있능 경우는、국번없이 188（소비핫라인）
으로 전화해주세요. 가까운 소비생활센터 창구를 소개해 줍니다.

변경되었습니다
후지미시 시야쿠쇼내「외국인 생활상담」

매주목요일 13:00～15:00
FICEC 의 외국인 생활상담은 FICEC 개설이래 20 년 계속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중에서도 후지미시 사야쿠쇼내에 매주목요일 오전９시부터 정오까지 해온
외국인생활상담은 가치있는 외국인상담코너입니다. 이제까지의 오전의 대응시간이
상담자에게는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 4 월부터 상담일정을 변경했습니다.
◆◆◆

매주목요일 오후 1 시부터 ３시까지 개설◆◆◆

FICEC 사무서에서의 외국인생활상담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0 시부터 16 시까지 개설됩니다.
고민내용은 가족의 일、건강、자녀교육、직업、트러블등 여러가지 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TEL.049-269-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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