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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체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전 그대로의 우체국으로 우편, 저금, 보험의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예전의 우표나 엽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민영화 전에 구입한 우표나 엽서는 예전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부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국의 우체국, 우체통에서 예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배달도 예전과 같습니까? 
예전과 같이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전국 주소로 제출하신 날의 다음 

날부터 3 일이내에 배달됩니다. 우편팩 등의 수하물 배달도 예전과같같습습니니다다..  

Q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편요금, 우편팩등의 요금변경은 없습니다. 편지, 엽서 등의 우편 

물은 지금까지와 같이 전국균일요금입니다.  
Q 우편물 등의 수취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재중이어서 다시 가져간 우편물은 지금까지와 같이 희망일시를 연락하면 재배달 해 줍니다. 
또, 사전에 연락을 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우체국이나 우편사업주식회사의 「유유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에서 온 우편물에 매겨진 세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전처럼 배달 담당자에게 관세 등의 현금을 맡기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Q 우편물 등에 관한 문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편물에 관한 문의는 예전처럼 우체국, 서비스센터（후리콜０１２０  －２３－２８－８６）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현재의 우편예금, 간이보험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체국에서 계속해서 취급합니다. 민영화전에 맡긴 통상우편저금 등은 우편저금 은행이 

인계합니다. 
 정기성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혐계약 등도 예전대로 계속해서 우체국에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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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ficec.jp/foreign/                
 ●「인포메이션후지미노」의 백넘버를 볼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10 월 1 일부터 
민영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심하세요. 이용방법은 그대로입니다 

일본우정공사, 지금까지 우체국으로 익숙해져 온 공식명칭입니다. 이것이 10 월 1 일 부터 
민영화되었습니다. 우편사업주식회사, 주식회사유쵸은행, 주식회사칸포생명보험의 세 

조직이 그것입니다. 이런 일을 예전처럼 하자는 것이 「창구업무위탁」입니다. 이 일에 

관련된 우체국이 「우편국주식회사」입니다. 내용은 예전과 같다고 하지만 이 우편 사업을 
중심으로 알아 두어야 할 몇가지를 우체국의 종합안내에서 뽑아 봤습니다. 

●●EMS 국제스피드우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국제스피드우편, 그것은 편지는 물론 비니니스서류나 여러물품 등 세계 120 이상의 국가・

지역에 보내드리는 우편입니다. 요금은 900 엔부터. 아시아지구에 1 킬로의 물품을 보낼 때는 
1800 엔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서류인지 물품용인지를 말해 발송용지를 받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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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아동의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건강진단이 시작됩니다. 
      내년 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취학시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우송된「건강진단통지서」와「취학시건강진단문진표（필요 

한 사항을 미리 기입해 주십시오）」필기용구, 실내화를 지참해 실시일에 아이와 함께 실시학교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후지미시의 실시일은 10 월 1 일부터 30 일 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오니 입학할 초등학교의 실시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입학예정인 어린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지서가 9 월 20 일 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학교교육위원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모임」실시일 결정 
       일본에서 열심히 사는 외국국적 엄마와 
일본인 엄마와의 교류활동으로 시작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모임」이 지금 한창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매월 유니크한 기획으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와 아이가 하나가 되어 같이 놀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 월 이후의 
스케줄이 결정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또한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된 것도 있으니「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전화 256-4290)」나메일((www.ficec.jp/mail-oya.html))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술 마시고 운전할 때의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9 월 19 일 부터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차나 술을 

제공하는 행위, 뺑소니운전 등의 벌칙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간당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운전자 본인의 벌칙 

［음주운전］  ３년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 ⇒ ５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엔 이하의 벌금 

［취기운전］ １년이하의 징역 또는 30 만엔 이하의 벌금 ⇒ ３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 

○ 운전자의 주변자에 대한 벌칙 

   ★차량제공 
［운전자가 음주운전］ １년 6 월 이하의 징역 또는 25 만엔 이하의 벌금 ⇒５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엔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취기운전］ ６월이하의 징역 또는 15 만엔 이하의 벌금 ⇒ ３년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 

★주류제공・요구, 의뢰하여 동승 
［운전자가 음주운전］ 

１년 6 월이하의 징역 또는 24 만엔 이하의 벌금 ⇒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취기운전］ 

6 월이하의 징역 또는 15 만엔 이하의 벌금 ⇒ ２년이하의 징역 또는 30 만엔 이하의 벌금 
○ 구호의무위반 

５년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 ⇒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엔 히아의 벌금 
○ 음주검지거부  30 만엔 이하의 벌금 ⇒ 3 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 

 
 
 

www.ficec.jp/living/               
 ●６개국어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１０／２５ 흙손으로 놀자 １１／２２ 맛있는 국제교류 
１２／１３ 엄마와 아이랑 함께 하는 공작② １／２４ 맛인는 국제교류③ 
２／２１ 둥근 것으로 놀자 ３／１３ 엄마와 아이랑 함께하는 공작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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