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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배상액은 비싸지고 있습니다.  

사이타마현 자전거사고의 

발생수는、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만、자전거사고 

책임은 무겁고、배상액도 

커져서 미성년이라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중에、사이타마현에서는 자전거사고에 관련된 피해자、가해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갈려고「사이타마현 자전거 안전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고쳐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회사에 자전거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자전거손해보험」이란 자전거가 원인으로 일어나 사고로 타인의 생명 혹은 신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를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 

보험료는 월액 260 엔 정도부터 다양합니다. 많은 보험회사호 부터 보험료、보상내용등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든지 FICEC 에 문의해주세요.  

 

 
보험료(년액） 사망보상 

휴유장애 

보상 

입원보험금 

일액 
수술보험금 

A 플랜 2,900 엔 300 만엔 - 6,000 엔 - 

B 플랜 2,290 엔 300 만엔 300 만엔 3,000 엔 
1.5 만엔 or 

3 만엔 

C 플랜 1,960 엔 100 만엔 100 만엔 1,500 엔 - 

※미상년자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는 보호자가 가입합니다                  

 인신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7 년   7,562   32  7,589 

2016 년   7,895   33 7,933 

증감수  －333    －1   －344 

증감율 －4.2％ －3.0％ －4.3％ 

사이타마현에서는 2018 년 4 월 1 일부터 

자전거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5 분 20 초에 1 건 

자전거사고가 발생중 

 

초등학교 남자（11 살）이 밤에、자전거로 귀가도중에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를 걷고있던 여성（62 세）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여성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배상액은 9,521 만엔이었습니다. （고베지방재판소 판결） 

이러한 고액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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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편리해진 
후지미시 중앙도서관 

 후지미시 중앙도서관이 1 년만에 오픈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용자들로 부터의 

요망사항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책을 빌릴뿐만 아니라 아기들과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대화실, 비디오영화관, 뮤직코너 

외에 시민들이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궁리가 가득한 새로운 도서관으로 

되었습니다. 기타 어린이용 회화나 어른용 

명화감상회등도 있으니 꼭 들러보세요. 

화제의 한국요리를 자택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결정되면 페이스 

북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소；「피이자☆후지미」 

      후지미노역 하가시구치 

비용；3000 엔(재료비포함) 

소지품；에프론、삼각두건 

강사；안 은주 

메뉴；치즈닭갈비、미역국 

   감자전 

●小・中学校入学説明会が始ま
ります。開催日を確認！ 

●小・中学校入学説明会が始まりま
す。開催日を確認！ 

일본어공부 스타트 
「히라가나의 연습」 

 FICEC 일본어교실에서는 매주목요일 

10 시부터 12 시까지 자유참가로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어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 들을 

위해 「히라가나 연습」이라는 공부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이 많이 들어간 외우기 

쉬운 텍스트 입니다. １권 100 엔입니다.  

교실에 와서 즐겁게 공부해보지 않겠습니까?  

 

       

      
 

 

◆필리핀에서 온 N 씨의 경우◆ 

일때문에 일본에 왔을 때는 일본어를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애들이 생기고 그리고「애들을 지키는 것은 나」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야간의 일본어교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애들이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엄마친구들」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본어가 서툴러도 그 친구들을 집에 초대 

하거나 학교의 PTA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엄마친구들이 생기면 모두가 학교에서 오는 연락장을 

읽어주는등 도와주었습니다.  

문자를 기억하기 위하여 매일 공부했습니다. 「일본에서 

쭉살아 가겠다는」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본어를 

알게되면서 「일본사회를 알고싶다、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친구가 생겨서 일도 재미있어 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어가 능숙해지자 자신의 일본어레벨을 알고 싶어져서 

일본어로 운전면허에 도전해서 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중인 여러분에게 

선배로부터의 조언① 

한국요리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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