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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아이넷트   
후레아이넷트는  시의  스포츠  시설과  시민관  회의실등의  

시설예약시스템입니다  작년 12 월부터  시민보양시설이외는  
인터넷트를  사용하여  시의  홈페지에서  신청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이외에도  추첨내용이나  예약상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  
1 월 17 일부터는  후레아이넷트를   휴대폰으로도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청과  시민관  등의  창구에서  
신청서를  받은후  등록을  해  주십시오   사용료를  계좌에  이체할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신청해  주십시오  그후  신청서를  구청  
시민관등에  제출하여  이용카드를  받아  주십시오  신청은   
이용단말기나  전화의  음성안내로도  가능합니다  이용신청이  많을  
때는  각시설별로  추첨을  행합니다  추첨일의  다음날부터  
4 일이내에  결과를  확인한후에  수속을  마쳐주십기오  시설이용시는  
이용자카드를  가져오십시오  사용료는  이용한  다음달에  계죄에서  
자동이체됩니다  
국제교류협회가  행하고  있는  외국인시민  상담의  안내  

외국인이  매일의  생활에서  어려운일이나  고민이  있을때  무료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고  
상담을  해  주십시오  상담일은  각  언어에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화 , 수 , 목 , 금 ,  토요일  ◆중국어：   화 , 수 , 금요일  
◆포루투칼어：화 ,  금요일      ◆한국어＆조선어：  화 , 목  요일   
◆스페인어：  화 , 목요일       ◆타가로그어 (필리핀 )：  화 ,  수요일  
 ※상담시간은오전 1０시부터  12 시、오후는  1 시부터  4 시까지   
 
  국제교류센타  도서  자료실의  안내  
오전  10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상입니다  다양한  국제관련도서로서  일본과  
해외의  신문  비디오  등이  있습니다  휴관일은  월요일입니다만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휴관일이  됩니다  
수험공부나  열람이외의  좌석만  이용하은  것은  삼가해주십시요  
 
화재시의  119 번의  통보  이용포인트  
겨울은  난로사용이  증가하며  공기가  건조하여  화재발생이  많은  

계절입니다  먼저  화재와  급환병으로  인한  구급의  통보는  
119 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19 의  통보는  시내의  어디에서  
전화를  해도  소방사령관실에  연결됩니다  전화의  통보가  어려운  
경우는  팩스도  가능합니다   
①119 에  전화시는  먼저  「화재입니다」  「구급환자입니다」를  
구별해서  알려주십시오  
②장소를  알릴  때는  구 (区 ) 조 (町 ) 아파트호실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③주소를  모를때는  표시가  되는  건물  등으로  ○○건물  
북쪽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④화재시는  ○○이  심하게  타고있습니다  화상자는  몆명입니다  
등의  현장상황을  알려주십시오   
⑤마지막으로  통보하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침착하게  
알려주십시오  휴대폰인  경우는  전화통보  후에도  전원을  
끄지마십시오   소방지령센타로  부터  연락이  있을수  있습니다  
문의  「소방국  예방과」  전화  223-2704  팩스는  22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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