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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어린이클럽국제어린이클럽국제어린이클럽국제어린이클럽」」」」은은은은    자녀자녀자녀자녀    분의분의분의분의    응원대응원대응원대응원대. . . . 여름방학여름방학여름방학여름방학    공부는공부는공부는공부는    맡겨맡겨맡겨맡겨    주세요주세요주세요주세요        

국제어린이클럽국제어린이클럽국제어린이클럽국제어린이클럽    진급진급진급진급    축하회축하회축하회축하회    

4 월 7 일 토요일, 국제어린이클럽의 

진급・진학 축하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 학교, 신 학년 입니다.. 

기쁨과 불안이 섞인, 국제어린이클럽에  

서 공부해 온 외국적의 아이들과 자원봉 

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 어린이클럽에서 공부를 

했었던 졸업생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새로운 학교 생활을 해 주세요. 」라고 

토츠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트벌룬 체험, 그룹으로 나누어 일본어 

게임, 신경쇠약게임을 즐긴 다음은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만든 요리를 먹었 

습니다. 

웃음소리와 웃는 얼굴이 넘친 모임이 

되어 자립해 가는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국제어린이클럽」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외국적의 아이들이 국적을 초월해 놀이나 공부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생활해 가는 지혜를 

기르는 장소입니다. 물론 중심은 학습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하나가 되어 수업 중에 

몰랐던 부분의 보충이나 숙제를 도와 주는 것이 

주로 하는 활동입니다. 

작년은 고교 입시 대응으로 2 명의 수험생이 있어 

합격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보란 듯이 

희망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 자원 봉사자 

여러분과 함께 합격 축하 모임을 열었습니다.  

(오른 쪽 뉴스) 

 그리고 7 월, 8 월은 여름방학 시즌입니다. 매주 

토요일 평상시의 클럽활동에 추가해 보충학습과 

여름방학 중의 숙제를 응원합니다. 

■■■■여름방학여름방학여름방학여름방학    중의중의중의중의    국제어린이국제어린이국제어린이국제어린이    클럽클럽클럽클럽：：：：     

7／21～8／31、매주 수, 목, 토요일  

10：00～12：00 

  

자원봉사 선생님 중에는 본직이 초・중학교의 

선생님이었던 분도 계셔 적절한 어드바이스로 

 학생이 가져오는 난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오는 학생 대환영, 실력향상과 숙제를 빨리 

끝내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게 해 주세요. 

 

 초・중학생이 후지미시, 후지미노시, 미요시마치의 의료 기관에서 진찰했을 

경우 10 월부터는 미취학아동과 같이 창구에서의 의료비 자기 부담 분 

지불이 필요 없게 됩니다. 0 세부터 중학 3 학년까지의 자녀분이 대상입니다. 

새 수급자격증은  9 월 하순에 우송됩니다. 

수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빨리 등록 신청을 해 주세요. 

이것이 없으면 의료 기관에서 무료로 진찰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증을 잊었을 때는 

창구에서 현금으로 지불하고 다음달 10 일까지 영수증을 첨부해 시마치에 청구하세요。 

숙제는 맡겨 주세요. 

공부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초초초초 ・・・・ 중학생의중학생의중학생의중학생의    

의료비의료비의료비의료비        

창구창구창구창구    지불이지불이지불이지불이    

없어집니다없어집니다없어집니다없어집니다    

여름방학은여름방학은여름방학은여름방학은    

국제어린이클럽국제어린이클럽국제어린이클럽국제어린이클럽    

에에에에    오지오지오지오지    않겠습니까않겠습니까않겠습니까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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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cec.jp/living/               

 ●●●●6666 개개개개    국어판의국어판의국어판의국어판의    생활생활생활생활    가이드를가이드를가이드를가이드를    게재하고게재하고게재하고게재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7 월 9 일부터 외국적의 주민도 일본 주민과 같이 

주민기본대장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를 위해 각 시나 마치에서는 5 월 하순 

「가주민표」를 보내 드렸습니다. 「가주민표」는 

7 월 9 일에 정식적인 주민표가 되어 세대 전원이 

쓰여진 주민표 사본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 등록을 하셔서 「가주민표」발행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착하지 않은 분은 

관공서의 시민과 등에 확인해 주세요. 

「「「「가주민표가주민표가주민표가주민표」」」」가가가가    벌써벌써벌써벌써    도착해도착해도착해도착해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 . . 확인을확인을확인을확인을!!!!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는 「관공서의 상담창구에서 

핸드폰을 사용해 당신에게 통역을 하겠습니다」라는 

시스템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시 마치는 

히가시마츠야마시, 와라비시, 미사토시, 

나메카와쵸의 4 곳입니다만 차례차례 증가해 갈 

것을 기대해 촉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스템과는 다른 것입니다만 사이타마시 

소방국에서도 「119 번」에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조선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의 5 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4 시간 대응으로 정령시에 

서는 처음입니다. 활동이 기대됩니다. 

정령시：법정인구 50 만 명 이상의 도시 

사이타마시에서사이타마시에서사이타마시에서사이타마시에서    동시동시동시동시    통역이통역이통역이통역이    딸린딸린딸린딸린    119119119119 번도번도번도번도    탄생탄생탄생탄생    

 일로 지친 몸을 스포츠로 풉시다. 

땀을 한차례 흘리면 기분 상쾌, 

더위도 잊어 버립니다. 

장소⇒분쿄카구인대학 체육관 

시간⇒15 시～17 시 30 분 

비용⇒무료 신청⇒자유 참가 

■ 실시일：7 월 14 일（토） 

 

 
사이타마현하의 각 시마치에서는 

「댁의 자전거는 괜찮습니까」라며 

주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리 범죄로 가장 많은 것이 자전거 

도난입니다. 잠시라고 생각해 가벼운 

마음으로 세워 둔 자전거가 용무를 

끝내고 돌아와 보면 없어진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 자전거를 아무 생각 없이 

타고 가 버린다・・・이것은 틀림없는 

범죄입니다. 그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대책을 세웁시다. 자전거를 세워 둘 

경우는 반드시 이중열쇠(열쇠를 두 개 

채우는 것)가 상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 8 월호에서는 보행자에게도 관심이 

높은 「자전거 타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7777 월의월의월의월의    스포츠스포츠스포츠스포츠    광장은광장은광장은광장은    14141414 일입니다일입니다일입니다일입니다    

자전거에는자전거에는자전거에는자전거에는    열쇠를열쇠를열쇠를열쇠를    두두두두    개개개개    붙입시다붙입시다붙입시다붙입시다    

●●●●문의는문의는문의는문의는    센터로센터로센터로센터로    

☎049－256－4290 

 여름에 빼 놓을 수 없는 아이들의 놀이 천국은 

풀입니다. 

금년도 「후지미 가든 비치」가 7 월 7 일 (토)에 

오픈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9 월 2 일 (일)까지의 

오전 9 시~오후 5 시까지입니다. 다만 7 월 9 일부터 13 일, 

17 일부터 20 일의 오후 1 시까지는 시내의 보육원생들이  

전용 이용을 하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입장요금> 

일반・・500 엔  중학생・・300 엔 

초등 학생・・100 엔 

설비도 일부 리뉴얼해서 

쾌적한 하루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자녀수당이 4 월부터 아동수당 

이라는 이름과 제도로 

바뀌었습니 

다. 거기서「평성 24 년도 현황계 

」라고 하는 것을 내셔야 

됩니다. 

 6 월 중순까지는 각 가정에 그 

서류를 보내기 때문에 7 월 20 일 

(금)까지 제출합시다.  

보내지 않으 면 자녀분이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절전은절전은절전은절전은    시원한시원한시원한시원한    「「「「후지미후지미후지미후지미    가든가든가든가든    비치비치비치비치」」」」에서에서에서에서    스타트스타트스타트스타트    
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아동수당    현황계를현황계를현황계를현황계를    보냈습니까보냈습니까보냈습니까보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