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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cec.jp/foreign/                
 ●「인포메이션후지미노」의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교진학안내가 시작됩니다 
자녀분의 고교 합격 첫걸음은 우선 들어가고 싶은 고교를 아는 것입니다 

●고교진학률                                                                                         
  일본 97.7％（2006년） 
   한국 99.3％（2005년） 
●대학진학률（2005년） 
  일본 52.3％ 
    한국 89.8％ 
 위의 수치는 고교 ・ 대학에 진학한 
진학률입니다. 통계를 내는 방법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모두 고학력이 아니면 
취직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일본에서 생활하시려는 
여러분, 자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일본, 한국 모두 진학률이 높기로는 

세계적으로 톱클래스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모든 학생이 고교에 
진학합니다. 
고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장래에 
무엇을 하든 고등학교는 나오는 편이 
좋아」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요즘은 고교도 변혁의 시대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내용을 크게 분류해 보면 보통과 ・
종합학과 ・ 전문학과의 3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녀분 자신의 꿈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가치있는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진학에 대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녀와 보호자를 위한 
고교진학안내 2008」이 시작됩니다. 
중학 3학년의 자녀분이  
있는 분 뿐만아니라 2학년 
1학년의 부모님들도 같이  
진학에 대해 지금부터 진지 
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통역도 준비되 
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부 4회의 가 
이던스, 한번  가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고교도 벌써 의무교육?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녀와 

부모의 고교진학안내２００８ 

★ 입장무료 통역있음 
 

□ 개최일（전 4개소에서 개최합니다） 

1, 가와코에시에서 실시하는 장소 

  7월 6일（일）사이타마현가와코에지방청사 

  ＪＲ・토부토죠선  가와코에역서쪽출구 도보 5분       
 

2, 소가시에서 실시하는 장소 

  7월 13일（일）소가시근로복지회관 

  토부이세사키선 니다역서쪽출구 도보 7분         
 

3, 후카야시에서 실시하는 장소 

  7월 27일（일）후카야생애학습센터 

  후카야공민관 

  ＪＲ후카야역 북쪽출구 도보 18분                 
 

4, 사이타마시에서 실시하는 장소 

10월 12일（일）오오미야소닉시티 

시민홀（4층） 

  ＪＲ오오미야역 서쪽출구 도보 5분                   
□ 프로그램（각회장과 모두 같습니다. 시간은 

대략입니다） 

시 간   13：00～ 

 설명・・・고교진학의 짜임새, 고교의 종류, 

중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 

    체험담・・・고교에 진학한 선배의 공부방법 

이나 고교생활에 대한 이야기 

시 간   14：00～ 

    상담・・・고교나 중학교 선생님이 모국어로 

（통역）개인상담에 응해 드립니다. 

    참가희망자는 사이타마현국제교류협회사업과로 
FAX나 Ｅmail로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①이름 ②학년 ③출신국 ④참가희망회장  
⑤통역의 필요 여부 ⑥같이 참가할 인원 

・FAX  ０４８－８３３－３２９１ 
・Ｅmail kato@sia1.jp 
・전 화  ０４８－８３３－２９９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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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개정！！  

지금, 한번 자전거의 룰과 벌칙을 확인해 봅시다  

 우산을 쓴 채로 타면 5만엔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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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를 켜지 않고 타면 

 5만엔이하의 벌금 

우산을 쓴 채로 타면 안됩니다. 

단,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는 

우산을 쓴 채로 타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진로변경은 

5만엔이하의 벌금 

以下の罰金 

자전거를 타고 갑작스럽 

게 진로를 변경한다든지  

돌면 안됩니다. 

두사람타기는 2 

만엔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자전거에 
우산을 
고정 시켰 
을 때는? 

자전거 및 보행자전용 
표식이 없는 보도를 
통행하면 3 월이하의 
징역이나 5 만엔이하의 
벌금 

두사람타기는 안됩 

니다. 단, 16세이상 

이 6세미만의 유아 

를 승차용보조장치 

에 태우든지 띠 등 

으로 확실하게 묶고 

있을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타면 징역 3년이하의 

벌칙도 있습니다. 

 

자전거의 우산을 고정 
시키는 도구에 우산을 
세우고 타도 도로교통 
법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비나 강풍 때 균형 
이 무너지거나  시야를 
방해해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의 표식이 있는 
경우만 보통 자전거도 
보도로 다닐 수 있습니 
다. 보도로 다닐 때는 
서행해야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사이타마현이 추진하는 

「외국인주거 

서포트점」 
 

외국인주민이 주거지를 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이타마현은 고생을 많이 
하지 않고 방이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는 부동산업자를 
「외국인주거 서포트점」으로 등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사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번 
상담해 보십시오. 

● 등록사지역소개（소개해 줄 점포가 있는 지역―abc순） 아게오시 아사카시 치치부시 후지미노시 
후카야시 교다시 한노우시 하뉴시 하스다시 하토가야시 히가시마츠야마시 혼죠시 이나마치 
이루마시 카미사토마치 카스카베시 카와고에시 카와구치시 카조시 코시가야시 코노스시 쿠키시 
쿠마가야시 쿠리하시마치 마츠부시마치 미사토시 미야시로쵸 오가와마치 란잔마치 사이타마시 
사카도시 삿테시 사야마시 시키시 시라오카마치 쇼부마치 소카시 사카토 마을 토다시 때가 원 
마을 토코로자와시 와코우시 

● 문의 사이타마현현민생활부국제과 ＴＥＬ ０４８―８３０－２７１７ 

 
 
ふじみの 
 
 
 생활에 부자유하지 않도록 일상 일본어를 
배우는 센터의 일본어 교실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전혀 일본어를 할 수 없는 분부터 
일본어검정을 치고 싶은 분까지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평일의 오전이므로 주부들의 참가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녀분을 데리고 오는 분도  
많으니까 안심하고 오십시오. 
●전 화  ０４９－２５６－４２９０ 

후지미노시의 

 

      에 

놀러 오세요 

목요일은 일본어교실의 날입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일본어교실 

（매주목요일 10시～12시） 

후지미노시의 타나 
바타마츠리에는 매년 
많은 견학자들이 모입 
니다. 마을 가득한 
타나바타장식은 한여름  
밤의 꿈의 세계입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일본어교실도 견학하 
려고 합니다. 요즘 무엇을 기획할까 생각 
중입니다. 타나바타마츠리 날은 8월 2일(토)과 
3 일(일)입니다. 유카타를 입고 유유히 
산보라도 즐기는 것은 어떨까요? 상세한 
내용은 센터의 일본에 교실로 전화 해 
주십시오.  

야간, 라이트나 꼬리등, 또는  

반사하는 것을 달지 않고 자전 

를 타면 안됩니다. 

술을 마신 후에 

타면  50만엔이하 

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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