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GUIDE

FOR

FOREIGN

RESIDENTS

（외국인시민생활정보지）

IN

ITAMI

―2018 년 10 월―

（１）제 23 회 만남의 광장 이타미마당
세계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교류의 장을 넓히고자 축제 「이타미마당」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의 음악, 무용 등의 무대 공연과 포장마차의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체험 코너」와 「어린이 프리마켓」, 「민족 의상 체험
코너」 등 재미있는 코너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시민을 위한 생활
상담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꼭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2018 년 11 월 11 일（일）11:00～15:00
회장：이타미시이타미초등학교 운동장
（우천시에도 개최됩니다. 무대 공연은 체육관에서 실시됩니다.）
비용：입장무료（포장마차 등은 유료）
＜문의＞이타미마당 실행위원회 사무국（이타미시 국제・평화과）
전화번호 072－784－8148
（2）지진・태풍이 발생하면
지진이 일어나면
①흔들리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할 점
〈집에 있을 때는〉책상 밑으로 피신하세요.
〈밖에 있을 때는〉벽돌벽같이 넘어지거나 떨어져 내릴 위험이 있는 곳에서 멀리
피하세요.
②흔들림이 멈추면 해야 할 것
〈지진 발생시로부터 2 분간〉자신을 보호합시다!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세요.
○깨진 유리에 다치지 않도록 신발을 신으세요.
〈2 분에서 5 분 사이〉침착하고 주위를 잘 둘러봅시다！
○가스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잠그세요.
③집에 있는 것이 위험할 때는 피난소로 대피합시다.
〈위험한 상황〉
○지진으로 집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합시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켜서 지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시다.
○피난소에서는 다같이 서로 도우며 생활합시다.

태풍이 오면
○화분 등 집 밖에 있는 날아갈 것 같은 물건은 집 안으로 옮기세요.
○창문 유리가 깨질 위험이 있으니 커튼을 치세요.
○가능한 한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3）기능실습생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창구가 생겼습니다
2017 년 11 월 1 일에、「기능실습법」이라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 새로이
「외국인기능실습기구（약칭 OTIT）」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곤란한 점이 있으면 아래 표의 언어로 전화나 이메일, 편지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응언어
베트남어

접수일시

전화번호 ※

월・수・금
11:00～19:00
월・수・금
11:00～19:00

0120-250-168

모국어상담사이트 URL
http://www.support.otit.
go.jp/soudan/vi/

인도네시아어

화・목
11:00～19:00

0120-250-192

http://www.support.otit.
go.jp/soudan/cn/
http://www.support.otit.
go.jp/soudan/id/

필리핀어

화・토
11:00～19:00

0120-250-197

http://www.support.otit.
go.jp/soudan/phi/

영어

화・토
11:00～19:00

0120-250-147

http://www.support.otit.
go.jp/soudan/en/

태국어

목・토
11:00～19:00

0120-250-198

http://www.support.otit.
go.jp/soudan/th/

캄보디아어

목
11:00～19:00

0120-250-366

http://www.support.otit.
go.jp/soudan/kh/

미얀마어

금
11:00～19:00

0120-250-302

http://www.support.otit.
go.jp/soudan/mm/

중국어

0120-250-169

※접수일시 이외에는 자동응답전화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편지 송부처：〒108-0022 東京都港区海岸 3-9-15 LOOP-X 3 階
外国人技能実習機構 技能実習部 援助課
＜웹사이트＞ http://www.otit.go.jp/notebook/
＜문의＞ 인가법인 외국인기능실습기구
〒108-0075

전화번호

03-6712-1523

東京都港区港南 1-6-31 品川東急ビル 8 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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