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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바로 떠올려 주세요. 

큰 일이 되지 않기 위한

6가지 포인트 

 현상을 일으키고 있듯이 

지금 지구 전체가 균열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세

계 각지에서 지진이 빈발

하고 있습니다. 2 시 2정 

이 근방에도 강력한 활단

층이 있다고 합니다。 

한신 ·아와지 대지진, 

그리고 작년 10 월의

니이가타 쥬우에츠지

진, 다음은 남관동지

역의 직하지진이 접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포인트１  가족이나 자신의 몸의  

안전을 확보 

요동이 시작되면 우선 가족이나 자신의 안

전을 확보해 요동이 멈추기를 기다리세요.

아무리 큰 지진도 요동은 1 분 이내입니다.

포인트３ 문이나 담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시다 

작은 요동이나 요동이 진정되었을 때 피난 

할 출구를 확보합시다. 지진이 크게 나면

문이 휘어져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인트５  문이나 담에는 접근하지 않도

록 합시다 
 

블록 벽이나 자동 

판매기에 깔리는  

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옥외에서 지진을 

느끼면 블록 벽 

과는 거리를 두세요. 

특히 아이가 피 

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의  

주의가 꼭 필요합 

니다. 

지진 때는 특히 

주의해 주세요. 

韓 国 語
포인트２ 빠른 시간내 불을 끈다 

요동이 멈추었을 때 우선 불을 끕시다. 어

떤 작은 지진이라도 바로 불을 끄는 습관

을 붙여 둡시다. 될 수 있다면 블레이크도

차단해 놓읍시다.  
포인트６       바른 정보를 모으고  

 확실한 행동을 합시다  

 
정보화 시대라고 해도

패닉에 빠졌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이 많습니다. 

악성 소문도 펴져 돌 

아 다닙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소

방서, 시 등으로부터의

지진 정보를 듣고 바

른 정보를 얻도록 해

주세요. 

평소부터 피난장소를 확인해 두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포인트 4  허둥지둥 밖에  뛰쳐나가지

않도록 합시다 

지진으로 유리창이 떨어져 갈라지거나 기 

와가 어긋나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주위의 상황에 주의하면서 나가 

주세요.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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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국적인 분의 생활상담은 맡겨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싶어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체험을 한 적은 없습니까? 

고민은 스트레스가 되어 병의 원인, 인간 관계도 잘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숙박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지미시, 카미후쿠오카시, 오오이마치, 미요시마치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 많은 상담을 매달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부풀기 전에 해결하세요  전화는 
 ０４９― ２５３―７７４４  상담은 무료입니다. 

 

●키를 보지 않아도 OK입니다 컴퓨터·타이핑 강습회●●● 
키보드를 보지 않고 화면만을 보고 컴퓨터를 입력한다 「touch typing」. 

10 개의 손가락을 자유 자재로 사용하여 음악을 연주하듯이 화면을 메우지 않겠습니까? 

★ 장소: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비용:4000 엔 (외국국적인 분 무료) 

★ 일시: 3 월 제 1∼ 제 4 일(일) 요 (4 회)  ·오전 10 시∼12 시  
 

● 디지탈 카메라 클럽!  프린터까지 해보자●●●  
  편리함으로 요즘 인기가 한창인 디지탈 카메라입니다만 손에 넣기는 했는데 생각

보다는 사용하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꼭 참가해 주세요. 

「디지탈 카메라 클럽」은 모두가 처음.  촬영에서 편집, 인쇄까지를 함께 공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장소: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비용:1 회 1000 엔 (회원 500 엔) 

★ 일시: 매달 제 2 일요일  ·오후 1 시∼ 3 시 (4 월 10 일부터 스타트합니다) 

 

 ● ● 
말하고 싶은 것, 가득 이야기하자! 
신설「HANARO 회」는 외국국적인 분들

의 모임입니다. 
 

「HANARO」는 한국어로 「하나로」라

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민을 의논해 해결하고 모르는 정보는

공유해 실생활에 살립시다. 그런 뜻을 담

아 만들었습니다. 

「하나로회」는 매달 제 3 월요일 오후 1

시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이 있는 분, 마음껏 이야기하고 싶은

분, 누구라도 대환영입니다. 

센터는 여러분의 다이닝룸입니다. 

일시: 3 월 28 일(월)  오후 1 시∼ 3 시 

장소: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꽃구경 갑시다 

벚꽃을 보면서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

겠습니까? 

바깥에서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받으면서 공부. 기분은 최고예요. 

 일시: 3 월 31 일(목) 10 시부터 

 집합 :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장소: 벤텐의 숲공원(우천은 교실)

 비용: 500 엔 (도시락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