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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메이션후지미노」의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실력강화를 위한 공부〈국어・산수 

・사회・이과 등의 예・복습〉을 합니다. 
 ●고교수험 준비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학교졸업인정시험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고민에 대해서도 상담에 응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교실이 열립니까? 

 ●매주토요일 10：00～12：00  장소는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입니다. 
 
2009 년도는 1 년간에 588 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러 왔습니다.  필리핀, 중국, 파키스탄, 한국 

등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도와주는 보란티어는 대학생 오빠나 언니, 아버지나 엄마 같은 분들 입니다. 

보란티어는 모두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씨 좋은 사람들 입니다. 

안심하고 공부하러 오세요.  

출신 국 별 학습자는 반 정도가 필리핀 그 다음으로 파키스탄, 중국 등 입니다.  

올해 센터에 공부하러 온 4명의 중학교 3학년이 고교에 수험을 치러 희망하는 학교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3월 마지막 날에는 간단한 「축하파티」를 열었습니다. 

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5교과 교과서를 사서 

토를 달아 응원하자는 방법도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７／21～8／31）은 매주화요일과 토요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공부도 잘 됩니다. 

질문은 ０４９－２５６－４２９０ 으로！ 

★또 있습니다！ 

그 외 어린이를 위한 일본어교실 
●미요시어린이일본어교실 

장소／후지쿠보공민관（츠루세역에서 12 분） 
일시／월・수・금の 15：00～17：00 
연락처／090-9344-0488〈카지〉  

●어린이학습광장 
장소／후지쿠보공민과（츠루세역 12 분）  
일시／월・수・금の 19：00～21：00 

 연락처／090-9344-0488〈카지〉  
●어린이일본어학습클럽 

장소／후지미시립미즈호다이커뮤니티센터 

（미즈호다이역에서 2 분）  
일시／수요일 16：30～19：30 
연락처／090-2334-4678〈마츠오〉  

●어린이일본어클럽니자 
장소／니다홋트프라자（시키역에서 1 분）  
일시／제 1,2,3 월요일과 제 4 목요일 

18：00～20：00 
연락처／090-1701-5572〈나카무라〉  

요즘 화제의 어린이 일본어 교실 

・・・성적향상, 수험대책에도 공헌합니다. 
여름방학이 기회입니다. 아이의 공부에 관해 

불안한 부모님에게 낭보입니다. 「국제어린이 

클럽」은. 아이가 일본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 

고 실력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교실입니다. 

국제어린이클럽 

韓 国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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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６개국어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８월의 일본어교실은「유카타로 칠월칠석」 

후지미시는 어린이의 의료비가 중학교 

졸업까지 연장, 조성됩니다. 

●조성을 중학교 졸업까지 확대 
후지미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이의 통원과 입원, 초등 

학교 6 학년 까지의 입원에 관한 의료비를 

조성했습니다만 올해 10 월 부터는 통원・

입원 모두 대상이 되는 어린이를 중학교 

졸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분은、  
①후지미시에  살고 있을 것 

②초등학교 1 학년부터 중학 3 학년 까지의 

아이가 있는 보호자 일 것 

③국민건강보험 또는 사회보험에 가입 했을  

것 

이러한 것이 조건으로 병원에 지불한 본인 

부담 분이 조성됩니다. 

●조성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는 원래대로 의료비는 청구 받은 

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그 

익월에①어린이의료비지급신청서 ②영수증 

③어린이의료비수급자격서 ④건강보험증 

을 준비해 자녀양육지원과 또는 출장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금의 지불은 

 시에서는 신청내용을 조사한 후에 

병원에서 본인이 지불한 금액을 지정 구좌 

에 입금합니다. 입금 금액은 엽서로 

통지합니다.                                    

 화려한 장식물 콘테스트로 유명한 후지미노 

의 칠월칠석제가, 8 월 7, 8 일에 열립니다. 

일본어교실도 매년「유카타를 입는 체험 ・

유카타로 칠월칠석」이라는 이벤트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올해는 7 월 29 일, 11 시부터 예 

정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여름패션을 사진에 

담아 보는 것은 어떠실른지요? 

 

첫 체험 차 잎 따기를 했습니다！ 

5 월 22 일, 

일본어교실 

로선 처음 

으로 교실 

을 나가서 

하는 공부 

로「차 잎 

따기 체험」을 위해 외출했습니다. 일반의 

일본인과 함께 차 잎을 땄습니다만, 초록으로 
가득한 차 밭에서의 시간은 차의 향기에 

둘러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차 

만드는 방법, 차 잎 따는 방법, 차 잎 튀김, 

차로 만든 소프트크림 등 모든 것이 처음 

하는 체험으로 조금은 일본과 가까워진 것 

같다고 이야기 해 준 학생도 있었습니다. 

다원「마루겐엔」사장님인 우치다상에게 내 

년에도 오겠다고 예약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지상디지털방송（지데지）의 

개시가 1 년 후（2011 년 7 월 24 일）로 

다가 왔습니다. 지데지 수신은 많은 

안테나가 필요합니다만 텔레비전을 샀을 

때 따라오는 에코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에코포인트는 올해 

12 월까지오니 텔레비전을 구입하실 분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지요 

안테나는 세우는 장소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텔레비전을 산 상점에서 얼마 

드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상디지털방송 준비는 Ｏｋ？ 

●여름, 풀, 「가든비치」입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님으로써는 아이와 

같이 즐길 수 있는 여름방학은 풀에 가는 것이 

최고의 레이저입니다. 올해도 후지미시의 

「가든비치」는 7 얼 10 일에 오픈합니다 . 

초등학생은 1 일 사용하는 데 100 엔！ 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1 인당  2 명까지는 

무료입니다. 중학생은 300 엔 어른은 

500 엔입니다. 주차장은 1 일 300 엔입니다.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 수영교실, 추첨, 

물고기 손으로 잡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화 ０４９－２５４－４３４９ 로.  

韓 国 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