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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미노시에 새로 이사오시는 분은 처음에는 어느쪽 

에서도 접수합니다. 

 

  
 

 

 

 

 

 

 

 

 
 

 

 

 

住んでいる地区ごとに違います。 

 

 

 

 

 

 

 

 

 

 

 

 

 

 

 

 

韓 国 語 

10 월 1 일 카미후쿠오카시와 오오이마치가 결혼！？ 

새 시가 탄생했습니다. 

「후지미노시」 

●당첨되면 득입니다 

시영주택・특정목적차상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보결자 모집！ 

 후지미노시에서는 도시재생기 
구주택의 일부를 빌려 시민에게 
제공하는 시영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주 싸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뽑습니 
다만 도전할 만한 가치는 충분 
히 있습니다. 
●장소 우에노다이단지, 카스 

미카오카단지 
●신청 시야쿠쇼 건축과 외 
●접수 10 월 28 일, 31 일～ 

11 월 1 일 9 시～4 시 
상세한 내용은 시야큐쇼 건축과 
(261-2611)나 센터(275-0370)로 
문의해 주십시오. 
 

④외국인등록증명 

서는 정정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을 야쿠쇼에 가지고 
오세요. 주소란을 정정 
해 드립니다. 

생활하는데 있어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주소와 야쿠쇼의 
이름이 바뀌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①야큐쇼의 이름이 바뀝니다. 
카미후쿠오카시 → 후지미노시야쿠쇼（본청사） 

카미후쿠오카시야쿠쇼출장소→후지미노시야쿠쇼출장소 

오오이마치야쿠바 → 후지미노시야큐쇼오오이종합지소 

②시야쿠쇼에 수속하러 갈 때는 
살고 있는 지구별로 다릅니다. 

ａ，지금까지 카미후쿠오카시에 사신 분 

→후지미노시야큐쇼에 가세요. 

ｂ，지금까지 오오이마치에 사신 분 

→후지미노시야쿠쇼오오이종합청사에 가세요. 

③주소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지금부터 

카미후쿠오카시○○○    후지미노시○○○ 

※단「카미후쿠오카츄우오우」는「후지미노시카미후쿠오카츄우오우

～」로 바뀝니다. 

이루마군오오이마치△△△   후지미노시△△△ 

※단「오오이마치츄우오우」는「후지미노시오오이츄우오우～」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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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간 평성 17년11월12일（토）부터 11월25일（금）까지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로 부터의 폭력, 

성범죄, 인신매매, 섹크셜, 하라스멘트, 스토커행위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박멸코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을 

가지도록 「여성에 대한 폭력 없애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은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국제일」입니다. 세계 여러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폭력을 없애도록 합시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 셀터를 준비해 폭력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여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으로 부터의 폭력이나 스토커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꼭, 빨리 상담해 주십시오. 

 외국인생활상담（무료） 전화 ０４９－２５３－７７４４  

 

                      

 

 

 

 

 

 

 

                             

                             

 

외국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외국국적인 분이 일본에서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비자, 재류 

자격, 국제결혼, 이혼, 임금이나 해 

고 등의 노동문제, 사고, 계약에 관 

한 것 등 생활에 관계되는 법률에 

관한 많은 문제에 변호사가 통역보 

란티어와 힘을 합하여 무료로 상담 

에 응해 드립니다.  

●일 시 11 월 19 일（토）13；00～16；00 

       （예약요） 

●장 소 사이타마변호사회 법률상담센터 

●신 청  사이타마켄국제교류협회 

       전화 ０４８－８３３－２９９２ 

※통역 가능한 언어는 영어, 필리핀어, 중국어, 

한글,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타이어, 인도네시 

아어, 페르시아어입니다. 그 외의 언어에 대해 

서는 문의해 주세요. 

「외국국적 시민을 위한 간담회」 
참가자 모집 

제 2 회 11 월 17 일（목）오후 1 시 부터 
제 3 회 1 월 15 일（일）오후 1 시 부터 
후지미노시에서는 외국국적 시민이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목표로 그 
기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이야기 자리 
를 가지고 있습니다. 2 회째 이후는 상기의 
일정입니다만 꼭 물어 보고 싶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분 센터에 전화 
해 주세요. 
●전화  ０４９－２７５－０３７０ 

「인포메이션 후지미노」 

“100 호”달성 기념 기획 모집 

「인포메이션후지미노」는 11월 호로 100 

 호 째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정보지로 

서 센터의 탄생과 동시에 발간되어 9년 

째를 맞이합니다. 이 기념호에 여러분의 

의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화, FAX, 

어떤 방법으로라도 좋습니다. 연락해 주 

십시오. 

● 연락처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 전화 ・２７５－０３７０ 

ＦＡＸ・２７５－０３７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