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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관해서나 지역 관광, 문화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모국어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찾으시는 

분, 자녀분과 시간 보낼 곳으로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호는 후지미노시립카미후쿠오카도서관, 후지미시중앙도서관, 미요 

시마치중앙도서관을 취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후지미노시 

중앙공원 근처에 있는 2 층건물의 후지미노시립 

카미후쿠오카도서관에는 약 394,000 권의 책과  

화보, 잡지, 비디오가 있으며 모든 콘텐츠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판 팜플렛도 있고 

「손가락그림안내판」은 7 개국어로 표시되어 

정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언어로 쓰여있는 어른용 소설이나 논문이 약 

1500 권, 어린이용 그림책과 이야기책이 약  

800 권으로 많은 책이 이용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잡지나 어린이용 그림책은 다언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쉬운 일본어로 쓰여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해 영어로도 검색할 수 있어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지미시 

후지미시중앙도서관은 외국어책을 약 850 권 소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도서」라고 쓰여져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8 할이 영어, 2 할정도가 한국 

어로, 중국어, 포르투칼어 책도 몇권 있습니다. 

어른용으로 무라카미하루키의 책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핼리포 

터」「빨강머리앤」등의 아동서입니다. 전체의 2 할은 그림책입니다. 

■미요시마치 

미요시쵸립중앙도서관에는 어른용・아동서별로 코너가 따로 있으며 

약 600 권 정도 있습니다. 거의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어, 한국어 

로된 그림책도 있습니다. 아직 책은 적지만 LL 북「쉽게 읽을 수 있는 책」도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자! ② 

「인포메이션후지미노 5 월호」에서도 도서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선관명 교통편 휴관일 

후지미노시립카미후쿠오카 

도서관 049-262-3710 

카미후쿠오가역 동쪽 

출구에서 도보 15 분 

매월제 3 월요일（축일포함） 

연말연시  

후지미시립중앙도서관 

049-252-5825 

츠루세역동쪽출구에서 

도보 20 분 

월요일（축일이면 익일 휴관） 

연말연시 

미요시쵸립중앙도서관  

049-258-6464 

츠루세역서쪽출구에서 

도보 18 분 

월・월말（토・일요제외） 

연말연시 

도서관에 가자!① 
『가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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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인해 이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근무처 근처의 임대주택을 찾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사 수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통상, 임대물건은 부동산회사를 통해 빌립니다. 부동산회사의 웹사이트를 보면 임대물건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에 관해서는 부동산회사가 전부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빌리는 사람의 요건이 맞으면 공영주택을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이타마현의 

현영주택은 1 월・4 월・7 월・10 월의 년 4 회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거가 정해지면 살고 계시던  

곳의 시야쿠쇼에서「전출신고서」를 제출하시고「전출증명서」를 받습니다.  

이사 하신 후 새로운 야쿠쇼에 「전입신고서」와「전출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전입할 때는 

재류카드 뒷면에 새로운 주소가 기재됩니다. 이사하신 후 14 일 이내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최대 5 만엔의 과료（벌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요시마치 

     미요시마치야쿠바앞 

미요시야쿠바 앞의 벗꽃거 

리를 추천합니다. 1987 년 

에 심겨진 소메이요시노가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합니 

다. 이 지역의 명소입니다. FICEC 
컴퓨터학습회 

일할 때 필요한 컴퓨터의 기초 Word, 

Excel 을 공부합니다. 

※일본어로 회화가 되시는 분,  

노트북 지참 가능하신 분 

▋비용／1 회 300 엔  

▋일시／3/7(화)  

10:30～12:00 

매월 1～２회개최 

▋신청／049-256-4290 

 

후지미노시 

     오오이벤텐의 숲 

근처에 히가시하라신스공원 

도 있으며 벗꽃도 구경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길도 

잘 정비되어 여유롭게 벗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중앙공원 

후쿠오카중앙공원은 카미후쿠오카역에서 도보 5 분 

거리에 있습니다. 원내에는 약 100 그루의 벗꽃이  

심겨져 있어 시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매월제 1 일요일 오후 2 시부터 개최합니다. 

90 분간 영어만으로 회화를 즐기는 모임입니다. 

다과도 하시면서 친구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일시／3/5(일) 14:00～15:30 

●신청／049-256-4290 

 

근처의 벗꽃을 보러 갑시다 

후지미시 

     야마자키공원 

한 발 앞서 벗꽃을 즐기고 싶으신 분은 야마 

자키공원의 카와츠벗꽃을 권해 드립니다. 

300ｍ에 걸쳐 카와츠벗꽃길이 펼쳐집니다. 

이 벗꽃이 피는 시기는 2 월하순에서 3 월 

중순경입니다. 

     스나가와보리 

갓세초등학교 근처에서 

급식센터까지의 약 1km 

계속되는 벗꽃길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벗꽃이 

터널처럼 조용한 강가를 

걸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생활상담 월～금 10:00～16:00 
 

일본의 봄이라고 하면 벗꽃구경의 계절입니다. 

후지미노시・후지미시・미요시마치에서도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벗꽃을 볼 수 있습니다. 

FICEC 스탭의 추천 장소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