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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살고 있는 15 세 이하의 아이는 외국인이라도 일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가 아직 일본어를 모르니 어느 정도 

알고 난 후에 학교에 보내려고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속에서 자라 납니다. 하루 

빨리 학교에 보내주세요.  

하지만 일본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국제어린이 클럽」은 그런 아이들을 

학교 밖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생 18 명, 중학생 7 명, 

중학생 이상 3 명, 대학생 1 명 총 29 명이 

공부했습니다. 자원 봉사자는 총 17 명 

있습니다. 퇴직교사, 회사원, 주부, 학생 및 여러 분야의 사람이 있습니다만 모두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일본어 학습, 학교의 교과 학습, 고등학교 시험 학습, 학교에서의 곤란한 일 상담 등으로 

돕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이과나 수학은 저희들도 교과서를 확인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피리연습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숙제로 나온 줄넘기 횟수를 세어 주기도 하고, 치과에 같이 

따라가 주기도 했습니다.  

  연 3 회 즐거운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여름 땐 바베큐 파티, 겨울 방학땐 

게임과 회식, 타노시미카이(모임),  봄에는 진급 졸업 축하 모임을 열었습니다. 

일년 동안 잘 다닌 아이들은 국제 어린이 클럽에서 표창도 했습니다.  

교실은 타갈로그어와 중국어로 넘치며  아이들끼리 서로 가르치는 장면도 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재미있는 클럽입니다.  

만약 학교 수업을 따라 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와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자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문의하십시오. 모두 

무료로 지원합니다. 

■ 일시： 매주토요일 9:00～12:00 

      여름방학 때는 주 2 회 실시 

■ 장소： 후지미노시립시민활동지원센터１층 

（카미후쿠오카역 서쪽출구 2 분） 

■ 비용：무료   ■연락처：FICEC 049-256-4290 

국제어린이클럽 
 일본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들의 보물입니다 

국제어린이클럽에서 날아 올라라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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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요시 마치에는 전통 예능인 「치쿠마자와 쿠루마 인형」이 있습니다. 

12 월 21 일 공연을 위해 새로  인형을 조작할 사람,  이야기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음을 체험하는 소중한 추억 만들기에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신청／홈페이지 또는 코피스미요시에 래관, 전화로 

■문의／코피스미요시☎049-259-3211, 생애학습과☎049-258-0019 

■마감／6 월 10 일 

■신청양식 http://www.town.saitama-miyoshi.lg.jp/form/kuruma.html 

  

 장마는 일본 특유의 날씨라고 하지만 6 

월부터 7 월에 걸쳐 매일 같이 비가 와서 

각지에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시기는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하기 

쉽고 식중독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곰팡이대책의 주의점을 소개합니다. 

 1. 쇼핑을 할 때 상온에서 저장할 수있는 

것으로부터 구매, 냉장 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  

2 집에 도착하자마자 냉장고에 식품을 넣기 

3. 냉장고에는 식품을 너무 많이 넣지 말것  

4. 사두기를 하지 말고 쓸 양 만큼만 

구입할 것  

5. 생선은 흐르는 물에 씻어 내장을 빼내고 

냉동실에  

6. 뜨거운 것은 식힌 후 냉장고에 넣는다  

7. 조리 후 2 시간 이상  실온에 방치하지 

않기 

8. 도마, 칼은 흐르는 물에 씻어 열탕 소독 

  

전통 예능 치쿠마자와 쿠루마인형 조작하는 사람, 이야기꾼을 모집 중입니다 

 

장마철입니다. 식중독에는 부디 주의합시다 

 후지미노시는 여성 특유의 「암」에 

걸리는 비율이 1 위인  유방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무료로 유방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1 기 모집에 이어 7 월 모집이 있으니 

후지미노시 보건센터 (049-264-8292)에 

문의하십시오.  

검진방법은 보고, 만져서 진단하는 

시촉진과 맘모그래피 (유방 X 선 촬영) 

입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만 신청 인원이 예정되어 

있어 여러 조건으로 인해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후지미노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로 하여 

빨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유방암검진（맘모그래피） 

수진자모집―후지미노시 

６월１５일（일）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 파티」를 실시합니다 

 지금, 손에 있는 생활 정보지 「인포메이션 후지미노」가 

4 월호 발행으로 200 회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후지 

미노국제교류센터의 국제적인 활동으로「외무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이타마현에서는 「사이타마현 지정 

· 인정 NPO 법인」 이라는 믿음의 증거라고도 할 수있는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에 6 월 15 일 감사 파티를 엽니다.  

다양하게 즐거운 이벤트를 준비하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  시／6 월 15 일（일）12:00～14:00  

■장 소／후지미노시 후쿠토피아 1 층（카미후쿠오카역에서 걸어서 15 분） 

■참가비／1,000 엔 ■신청／FICEC 049-256-4290 

http://www.town.saitama-miyoshi.lg.jp/form/kuruma.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