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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国 語 

외국국적시민과 1 년에 

한 번 있는 큰 축제 

후지미시국제교류 
포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가지각색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를 
즐길 수 있는 장으로 국제교류포럼을 개최합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 넘치는 이벤트이오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 
해 주세요. 
★ 때    10 월 16 일(일) 12 시 30 분～4 시 30 분 
★ 장소 시립후지미노교류센터(이용 역 ･ 후지미노역) 
★ 내용 ［체험코너］민족의상, 키모노 시착과 기념촬영 
･다도・태극권・시끌벅적 토크・그림으로 쓰는 글자 

 ［시식&애트랙션］외국 과자와 유학생의 본고장의 맛 
 ［재일외국인의 주장］재일외국인의 일본어 스피치 
  ● 주최 후지미시・교육위원회・국제우호협회 

heart  to heart  로 o tomodachi 

(마음 대 마음으로  친구) 

 

지
진
입
니
다
！ 가스의 원 벨브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상시  마음의 준비는 이미 되어 있 
지요? 우선은 몸의 안전 그리고 
피해를 크게 입지 않기 위해서 「불 
끄기」와 「피난장소」의 확인입니다. 
이번 달은 이 세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번째 확인 「몸의 안전」・・・평소 때도 집안의 안전에 주위를 기울여 지진에 
강한 집이 되도록 신경을 씁시다. 특히 낙하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지요. 
두번째 확인 「불끄기」・・・“흔들리면 불부터 끄자”를 항상 명심하고  우선 가스대의 

가스를 끄고 가능하다면 원 벨브도 꼭 잠그면 좋겠습니다. 2 차 재해인 화재는 피해를 

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평상시의 마음 씀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원 벨브가 있는 장소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 두도록 

합시다. 또한 가스대 주변은 항상 정리정돈을 해 둡시다. 

세번째 확인 「피난장소」・・・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연락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가족전원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반드시 정해 놓읍시다. 각 시, 마치에서는 

가까운 곳에 반드시 피난장소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산보하시면서, 슈퍼에 오가는 

도중, 출퇴근길에 「피난장소」라는 글자를 신경을 쓰고 보아 둡시다. 피난장소를 잘 

모르시는 분은 야쿠쇼・야쿠바에 물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살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피난장소」를 안내해 줍니다. 

 

1첫번째 확인 「몸의 안전」 

2두번째 확인「불 끄기」 

3세번째 확인「피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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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월 이후 국민건강보험증이 1 사람 당 1 장씩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병원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 
증」. 10 월 1 일부터 1 사람 당 1 장으로 됩니다.  
크기는 전화카드 만한 크기입니다. 새로운 보험증 
은 9 월 하순까지 배달기록우편으로  보내어 드립 
니다. 도착하지 않으면 가까운 곳의 야쿠쇼, 
야쿠바의 보험연금과 또는 출장소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10 월 1 일 이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험증으로는 병원에서 쓸 수 없습니다. 카드가 
작아지니까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평성 17 년 10 월 1 일 「후지미노시」가 탄생합니다. 
카미후쿠오카시와 오오이마치가 합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새로 생기는 시 

이름이 「후지미노시」입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변경이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다음 호에서 소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 싶으신 경우는  양 

청사의 기획담당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 요일：매주 금요일 

● 시간：오전 １０시부터 12 시 

● 장소：「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 자격：특별히 없습니다. 

일본어교실에서 배우고 계시는 분도 꼭 중국어 

선생님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일본어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네이티브의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열심인 학습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어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는 기회로도 만드세요 

중국어교실에서 가르쳐 주실 보란티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트래피킹(Trafficking)」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 단어는 이 전은 총기나 마약의 부정거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이나 어린이의 「인신매매」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그러한 상황 하에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상담을 받았을 때는 
센터에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일본정부도 형법에 「인신매매죄」를 만들어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국적시민시정조사를 

위한 간담회에 참가해 주십 

시오. 카미후쿠오카시에서는 

외국국적시민이 쾌적한 생활 

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 

를 엽니다. 참가해 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장소가 매회 바뀌오 

니 센터(275-0370)로 연락해 

주십시오. 

제１회 10월26일(수) 

제2회  11월17일(목) 

제3회 1월15일(일) 

모두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10월1일은 국세조사의 날 

21세기의 풍족한 마을을 만들 

기 위해서 9월 하순 국세조사 

원이 여러분의 댁에 「조사표」

를 나누어 드립니다. 10월1일 

까지 기입하여 두시기 바랍니 

다. 후일 조사원이 회수하러 

옵니다. 기입한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