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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지불」
잘 생각해서 사용합시다.

최근에「리보지불」에 대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분할지불에 비해, 매월 지불액이 적은「리보지불」를 사용하고 싶다는….상담자는
그 후에 올 진짜 두려운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듯
●●●

신용카드 지불방식으로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쇼핑을 했는데、현금이 없다. 꼭 사고싶은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이럴 때 편리한 것이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의

지불방법으로「일괄지불」「분할지불」「리보지불」등이있습니다.

보통、「돈은 없지만 、지금 사고싶은게 있을」때는 「일괄지불 」또는「분할지불」로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모른채 「리보지불」을 이용해서 빚지옥에 빠지는 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리보（리볼빙）지불」이란 「회전」을 의미하는 영아로 「Revolving」、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반복해서 변제해가는 방법입니다.

●●●

「리보지불」의 주의점

●●●

「분할지불」은 지불회수로 매월 지불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한편「리보지불」은、매월의
지불이

일정액으로

정해지므로

、물건을

사기쉽고

,지불계획을

세우기

쉬운

특징입니다.
그러나, 무계획적으로 이용해서 물건을 계속해서 사면 지불액이
늘어서 、원래변제액과 수수료의 합계금액이 늘어납니다. 갚아야
할 잔고가 있는 한 지불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리보지불」을

사용한다면,

가능한한

빨리

변제할

것.

그리고

「리보지불」은 진짜 돈이 궁할 때만 이용하도록 합시다.

방제훈련이 있습니다. 8/28(일)9:00-12:00
회장／후지미노 시야쿠쇼 동쪽광장
소화기에

의한 훈련、카레제공、연기체험、

지진훈련、구출훈련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미후쿠오까역 히가시구치、후지미노역
히가시구치 、오오이종합지소에서 무료버스
운용. 가족이나 친구들과 꼭 참가해주세요.
상세한 것은 FICEC 로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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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9 월
이웃과
즐겁게
close-up！

★가미후쿠오까 나나바타 마쯔리
시：８/６(토)､７(일)14:00～20:00
장소：후지미노시후쿠오까중앙공원(본부근처)
FICEC 가 출점합니다.
스리랑카요리、필리핀요리와
함께「국제어린이클럽」이
담당하는「물풍선」놀이가
注意すること（事例）
있습니다.경품도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도죠센연선 불꽃놀이 대회
８／６(토)아사카 시민마쯔리
８／６(토)요리이다마요도 불꽃놀이대회
８／２７(토)히가시마쯔야마 불꽃놀이대회
８／２７(토)고에도가와고에 불꽃놀이 대회
９月３日(토)미요시 마쯔리
여름밤의 시원한것
하면 불꽃놀이.
도죠센연선 에서
실시되는불꽃놀이
대회예정을
소개합니다.
상세한 것은
인터넷에서 찾거나
FICEC 에
문의해주세요.

특정건강진단・건강진단을 받읍시다.

★후지미시 국제교류포럼
「세계를 향한 문」
일시：９／２４日(토)
장소：후지미시민 문회회관
키라리☆후지미멀티홀
내용：어트랙션、
민족의상 사진촬영、
놀이코너、
외국인의 주장、
외국의 과자、
타이식 맛사지、
플라워어랜지먼트등
입장은 무료입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즐기세요.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가중입니다. 가공청구 범죄에 주의

지미시、후지미노시、

PC、스마트폰、휴대폰에

미요시에 사는 여러분들

메일로 ｢기억에 없는 돈을

에게는 이미 정건강진단

청구 당했다｣｢연락하지

、건강진단 수진을 위한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안내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한다｣는 등으로 「소비생활센터」에
상담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런 청구에 대해 「소비생활센터」에서는

40 세부터 74 세까지 국민건간보험에

다음과 같이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여 있는분、75 세이상으로

・기억에 없는 청구는 무시하세요

후기고령자의료보험에 들어있는 분이

・「재판을 하겠다」라고 써있어도 절대로

대상입니다. 평소 건강해도、
생각지 못한 병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검진을 받읍시다.

돈을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스팸메일은、수신거부나 설정어드레스의
변경등을 고려합시다.

◆자기부담금／1000 엔
◆검진내용／혈액검사、심전도검사、안저검

의문이나 불안을 느끼시면、바로
「소비생활센터(☎049－252－7181)」로

사、오줌검사、혈압측정、신체측정등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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