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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의 든든한 조력자 

유치원·보육소·보육원 
 
입  
（ 
 
 
  
 
 일본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외국국적 엄마들에게 매우 부족하기 쉬운 것은 유치원, 

부육소, 보육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의 기간,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유아 학습을 시킬까?  일본인 아빠·엄마처럼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이러한 걱정을 단번에 해결하려고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가 유치원, 보육소, 보육원의 

정보가 가득한 육아 정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년의 경계선은 몇월 몇일? 」「유치원, 보육소, 보육원의 차이는 무엇이지요? 」 

「유치원은 도시락을 싸 가야 하나요?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 한도없이 많은 것이 처음으로 아빠, 엄마가 된 부모님입니다. 그렇지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불안, 걱정을 없애려고 편집중인 책이 이것입니다. 아직 잉태한지 

얼마 안 되어  크게 자라기까지 책의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외국국적시민을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육아 전문서입니다. 
물론 학교에 관한 것 뿐만이 아닙니다. 귀찮습니다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예방 접종 

방법이나 시기, 명칭, 효과, 가까운 병원지도 등, 건강에 관한 화제도 넣어 

6 개국어(일본어를 포함합니다)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책의 완성은 9 월 상순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포메이션후지미노」가 여러분의 수중에 닿을 무렵에는 태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금은 필요 없습니다. 후지미시, 후지미노시, 미요시마치, 카와고에시의 일부가 

배포 지구에서, 각각의 지구 공민관, 후지미노 국제 교류 센터에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후지미시파렛트    ▲후지쿠보공민관     ▲후지미노교류센터   ▲카미후쿠오카니시공민관 

 더 자세하게 입소, 입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을 위해서 실제로 유치원, 탁아소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선배 엄마, 아빠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가이던스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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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전 아이의 육아는 일하는 엄마에게 있어 큰 부담이 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주는 것이 유치원, 보육원, 보육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한 책자(무료)가 센터에서 곧 탄생합니다 

○ 더 알고 싶다!  일본의 보육소＆보육원, 유치원 
 

★유치원·보육소·보육원의 입원 가이던스를 실시합니다. 들러 주세요★ 

    

韓 国 語 

입소·입원의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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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분의 입소·입원이 예정되어 있는 분이나 어린이가 있는 분은 꼭 참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금년도는「독립행정법인 의료복지기구」의 조성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책자, 

이벤트 참가는 무료입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터갈로그어의 

통역이 있으니까 일본어가 불안한 분도 안심입니다. (일정에 따라서 대응 언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가이던스일정표 

9월 10일 제 1회 후지미시사회복지활동센터「파렛트」（전화 049-255-6610） 

9월 11일  제 2회 미요시마치후지쿠보공민관（전화 049-258-0690）  

9월 17일  제 3회 후지미시후지미노교류센터（전화 049-261-5371） 

9월 18일  제 4회 후지미노시카미후쿠오카니시공민관（전화 049-266-9501） 

 

 

 

 

 

 
       
 

 

            
 

           
 
 
 
 
 
                          
 
 
 
 
 
     

www.ficec.jp/living/               
 ●6개국어판의 생활가이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리사이클법 
대상상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엉망진창이 되어 룰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각지의 주민으로부터 불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비전, 

에어콘 실외기, 세탁기, 소형 냉장고나 냉동고 등을 버려 회수도 
되지 않고 집적소에 버려진 채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리사이클 요금이 드니까  

관공서에 문의해 따로 처분해 주세요。 

잊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뒷좌석의 

시트벨트 착용! 

금년 6 월부터 시작된 개정 도로 교통법은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에 시트 벨트를 달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벨트를 달지 않은 

경우의 본인의 사망률은 달고 있는 경우의 4 배나 된다고 합니다. 

운전하는 분도 한 말씀 건네셔서 주의하도록 부탁하시고 사고를 

미리 막읍시다. 운전중의 휴대 전화 사용도 안됩니다. 

잠시  외출하시지 

않겠습니까?  

근교의 배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여름을 누가 더 잘 견디어 내냐는 식으로 참아내면 수확의 

가을이 옵니다. 후지미시나 후지미노시, 미요시마치에서는 아직도 

과수원이 많아 다양한 과일 수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기가 

많은  배「풍수」가 최고입니다. 댁 가까운 곳의 관공서에 문의하여 

한 번 가 보시는 것은 어떠실른지요.  후지미시에서는 산업진흥과가 

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개별검(건)진」 

시작되었습니다 

후지미노국제 

교류센터의 

「일본어교실」

안내 

 외국국적시민  여러분에게는 좀처럼 이용되고 있지 않은「평성 

20 년도 개별 검진」이 7 월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40 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장암, 폐암, 간염 바이러스, 20 세 

이상의 자궁암, 30 세 이상의 유방암, 성인 치과가 있습니다. 

기간은 11 월 30 일까지 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검진을 

받도록 합시다.   자세한 것은 건강 증진 센터(전화 
049－252－3771)에문의해 주세요. 

 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 꼭 참석해 주세요. 마음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교류의 장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생활을 위한 

일본어를 배우는 장소입니다. 매주 목요일 10 시~12 시까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나라 친구 사귀기에도 이용하십시오. 연락은 

전화로 ０４９－２５６－４２９０ 

韓 国 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