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공재)후쿠오카시 국제교류재단  

812-0025  4-1 1F    

TEL:092-262-1799   FAX:092-262-2700    URL:www.fcif.or.jp 

운영시간: 평일 9:00~18:00 (휴관일: 토,일, 경축일,연말연시(12/29~1/3)) 

가을 호 F C I F  
 Fukuoka  City  

 International  Foundation 

 Fukuoka  City  

 International  Foundation 

후쿠오카에서  
즐기는문화예술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청명한 날씨가 반기는 가을은 회화, 조각, 전시 등 다양한 전시회가 열려 ‘예술의 가을’이라고도 합니다. 

후쿠오카시는 다양성이 흘러넘치는 아트 도시를 목표로 생활 속에서 예술을 접할 기회를 늘리고  

아티스트의 성장을 지원하는 <Fukuoka Art Nex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후쿠오카시 미술관 

아시아의 근현대 미술작품을  

계통적으로 수집하여 전시하는  

세계에서도 유일한 미술관 

일본 근대 건축의 거장  

마에카와 쿠니 오가 설계한 미술관으로 

오호리공원 내에 위치 

후쿠오카시 박물관 

하카타 전통공예관 

후쿠오카시 종합 도서관 

스트리트 피아노 

후쿠오카의 역사와 민속에 대해 

다방면으로 알 수 있는 박물관 

후쿠오카시 박물관 내에 위치.  

‘하카타 직물 (博多織)’,’하카타 인형’  

등의 전통공예품을 전시  

후쿠오카 현립미술관 

후쿠오카현과 연고가 있는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  

스사키공원 내에 위치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 가능 한 피아노가  

후쿠오카시에 설치되었습니 다 

✓ 솔라리아플라자(10시~20시) 

✓ 베이사이드플레이스하카타(10시~17시) 

외서 약 5천 권 포함, 약 120만 권의 장서 보유  

・시설 내 미니  시어터에서  

매일 무료 상영회가 있으며 

・영상홀에서는 아시아 영화를  

중심으로 상영중  

규슈 국립박물관 

2015년 10월 16일 다자이후에 개관 

 도쿄 , 나라, 교토에 이은 4번째 국립박물관 

타쿠미 갤러리 

후쿠오카현 내 전통공예품 상설 전시 

아크로스 후쿠오카 내 위치(입장 무료 ) 



 

 

FCIF  2 월호 2022 10~12 
일본의 유치원, 보육원에 대해 알아보아요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취학 전 아동이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다닙니다.  

유치원과 보육원의 차이점, 입소 신청방법과 등원까지의 일반적인 절차를 소개합니다. 

★ 보육원과 유치원은 무엇이 다를까?                                        

        ★신청방법 

  

 

 

 

 

 

 

 

 

 

 

 

 

 

 

 

 

 

 

 

 

 

 

 

 유치원, 보육원 이외에 유치원과 보육원의 기능을 합친 ‘인정 어린이원(認定こども園)’, 0~2세 유아를 소수 인원으로 맡길 수 있는 ‘지역형 보

육원’, 기업이 국가로부터 운영비 조성을 받아 운영하는 ‘기업 주도형 보육원’ 등의 시설에서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보육원 

목적 
유아기 교육, 

초등학교 입학 전 기초 쌓기  

맞벌이 부부 등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육 

(한국의 어린이집에 해당)  

대상연령 만 3세~취학 전 아동  만 0세(생후 3개월)~취학 전 아동  

보육시간 9시~14시경 

（1일 표준 보육시간…４시간）  

7시 30분~18시경 

（1일 표준보육시간…11시간）  

급식 유무 임의  있음  

방학 유무 있음  없음  

교사 소지 면허 유치원교원면허  보육교사 자격  

관할 부처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유치원 

유치원 견학 또는 설명회 참가 

희망 유치원에서 신청서 입수 후 제출  

심사전형  

(면접, 시험, 추첨 등 유치원마다 상이) 

결정 및 입학 절차 진행 

보육원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육원 견학(사전 예약 필요)  

구약소에서 심사, 조정 후 우편으로 자택에 결과 통지 

입소 신청서, 취로 증명서 등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신년도 입소 신청(다음해 4월 1일 입소) … 예년 10월 하순~12월 상순까지  

제 1지망 보육원에 제출(최대 5지망 가능) 

・중도 입소 신청~매월 1일, 11일, 21일에 접수 마감. 입소 희망일 1달 전까지  

1지망 보육원이 소재한 구의 육아지원과(子育て支援課)로 신청  

(각 구약소 육아지원과, 보육기관에서 <후쿠오카시 보육시설 등 이용 안내> 배부중) 

등원 절차 진행 

※보육 광장(후쿠오카시 보육협회)  

후쿠오카시 인가 보육원, 인가 어린이원 정보,  

결원 상황 검색 가능 

https://www.hoiku.or.jp/(일본어) 

※후쿠오카시 사립유치원연맹 

보호자, 교직원 대상 정보, 가맹 유치원 검색 가능 

http://www.fyr.or.jp/ (일본어)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유치원, 보육원 등의 3~5세반,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0~2세반 아동의 

보육료는 무료입니다.  

주민세 과세 세대의 0~2세 아동은 소득에 따라 보육료가 결정됩니다. 

※새로운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의 이용료는  

월 최대 25,700엔까지 무상화됩니다.  

※보육료 외 통학비, 급식비, 행사비 등은 별도 부담입니다. 

 

◎무상화 신청 

 유치원, 인정 어린이원(유치원반)의 무상화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니고 있는 유치원, 인정 어린이원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보육원과 인정 어린이원(보육원반)은 사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보육원 입소 등의 상담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 

 보육기관 등이 소재한 구의 보건복지센터 육아지원과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지원 컨시어지가 상주하여 각각의 니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보육기관에 입소하지 못한 세대의 현황 

파악, 정보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어린이 정보(후쿠오카시) 

육아 관련 정보, 육아 상담창구 안내, 보육기관 검색,  

육아 교류 살롱, 이벤트 등 소개 

https://www.city.fukuoka.lg.jp/kosodate/kodomo-

kosodate/index.html 



 

 

 세 번째 주인공 

 

Phillip  

Jacobson 님                
(호주 출신) 

 

 

Ｑ１．후쿠오카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일본에 오게 됐습니다. 15살 때 

후쿠오카에서 10일 동안 홈스테이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는 저를 눈뜨게 한 경험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일본어 공

부를 할 때 언어와 문화의 밀접한 관련성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창업, 일본 관련 사업에 흥미가 있으며 일본어

로 말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고맥락 언어인 일본어에 관심

이 많습니다. 모국어인 영어에는 일본어처럼 경어, 겸양어, 

존경어가 없습니다. 일본의 문화는 일본어와 일본인의 성격

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영어는 상당히 캐

주얼하며 격식에 덜 얽매여있습니다. 호주인의 낙관적인 성

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Ｑ２．현재 후쿠오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영어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러 지역에서 실천 

영어를 중심으로 한 몰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해 

등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활동,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영어

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여름캠프에는 영어

를 배우러 온 일본인과의 교류하기 위해 참가하는 사세보 

미군 기지 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Ｑ３．위에서 말씁해 주신 활동 또는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고민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의 독단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최대한 문화를 이

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성과와 비슷한 비중으

로 과정에도 가치를 두는 문화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 자

신의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암묵의 룰이 있습니다. 그걸 이

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시행착오도 하게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일본에서의 생활에 책임

을 가져라’입니다. 일본을 비난하거나 주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자멸하게 됩니다.  
 

Ｑ４．후쿠오카 생활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일에서 충실함을 느끼고 있고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느

낍니다. 후쿠오카는 도시와 시골 생활의 밸런스가 좋습니

다. 도시가 산과 바다와 가깝다는 점이 훌륭합니다. 
 

Ｑ５．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세지를 부탁합니다.  

 언어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일본어를 이해하도

록 하세요. 일본인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고, 본

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게 될 때도 있겠죠. 앞서 말했듯

이 일본은 고맥락 문화입니다. 즉 일본인은 암묵의 룰에 따

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어 공부가 

중요합니다. 

 FCIF  월호 2022 3 10~12 
후쿠오카 거주 외국人터뷰 <FUKUOKA & ME> 

제20회 외국인 일본어 말하기 대회 

 후쿠오카 도시권에 있는 일본어 교실과 일본어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이  

후쿠오카에 살면서 느낀 점과 장래의 꿈 등을 발표합니다. 많이 들으러 와주세요! 
 

★일시 2022년 10월 29일(토) 13:00~15:30 

★장소 후쿠오카시 과학관 6층 사이엔스홀  (후쿠오카시 추오구 롯폰마츠 4-2-1) 
 

방청에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간: 10월 1일(토)~10월 20일(목) 

신청방법: 당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fcif.or.jp/language/speech-contest →→ 

문의: 일본어 스피치콘테스트 실행위원회 사무국(후쿠오카 요카토피아 국제교류재단 내) 

TEL 092-262-1744 평일 9:00 18:00  



 

 

FCIF  4 월호 2022 10~12 

10~12월 후쿠오카시 외국인 종합상담지원센터의 외국인을 위한 무료상담 일정 

후쿠오카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https://www.fcif.or.jp/kr/ 

후쿠오카국제교류재단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

fukuokacityinternationalcenter/ 

 법률상담 행정서사 상담 심리 카운슬링 

상담내용 
일반민사, 노동, 교통사고 등 

법률상의 문제 
국적, 입국, 재류자격 등 생활상의 고민 등 심리상담 

상담일 

10월   10/1・10/19 

11월   11/5・11/16                                                

12월   12/3・12/21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세 번째 수요일) 

10월    10/9   

11월   11/13                                                

12월   12/11 

(매달 두 번째 일요일) 

월 9:00~17:45 

화 9:00~11:45 

목 9:00~12:45 

상담시간 
토요일 10:30~13:30 

수요일 13:00~16:00 

13:00~16:00 

(접수마감 15:30) 

예약 필요※ 불필요 필요※ 

사용언어 사전 신청 시, 통역 섭외 가능 

일본어, 중국어, 영어 

(기타 언어의 경우  

사전 문의 요망) 

일본어, 영어  

※사전에 상담 예약현황을 0120-66-1799(무료)로 확인해 주십시오. 

   

 

 

 

  

 

 

 

 

 

 

 

 

 

 
 
 

 인도 근대미술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난다랄 보세(1883-1966)와 그 다음 세대에 등장한 우펜

드라 마하라티(1908-1981)는 아바닌드라나스 타고레(187-1951)를 비롯한 벵갈파 작가로부터 

사상과 표현 면에서 큰 영향을 받은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벵갈파는 20세기 초에 오카쿠라 덴신, 요코야마 다이칸 등 일본 화단의 중진들과의 교류하였

고, 급격한 서양화의 물결로 자국의 미술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며 서양화보다

도 전통적인 표현과 기법을 중시했습니다. 보세는 그 대표적인 존재이며 더 나아가 마하라티는 

1950년대에 2년간 일본에 체재하며 불교적인 주제에도 심취했던 인물입니다.  

 이번 미술전에서는 두 화가의 미술 업적 중 일부분을 뉴델리 국립 근대 미술관 컬렉션으로 소

개함과 함께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이 소장한 관련 작품도 전시합니다. 벵갈파 그리고 일본 

화단 작가들과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생겨난 인도 근대회화의 정수를 보러 오세요.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요카토피아 국제교류재단 콜라보 이벤트 

 

아트와 카페, 책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10월 29일(토), 11월 25일(금)에는  

무료 콘서트가 열립니다. 

 

당 재단과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은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두 단체 모두 해외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공통점에서  

다양한 사업을 협력하여 진행 중입니다. 

 

 
 

후쿠오카에 어서오세요! 

새롭게 후쿠오카에 온 유학생을 대상으로   

12월 18일(일)에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일본인 서포터와 유학생이 소그룹으로 후

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견학과 워크랠리를 

할 예정입니다. 소소한 서프라이즈가 있을

지도?! 참가비 무료. 자세한 사항은 10월 

중순에 당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당 재단은 외국어로 낭독하는  

그림책 행사를 10~11월에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에서 개최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하단의 재단 페이스북 QR코드를 통해   

팔로우를 해주세요! 

아시아미술관 미술전 정보 pick up 

<인도 근대 회화의 정화> (2022.9.15~12.25 개최) 

유학생 환영 교류회 아시아 미술관 아트 카페 그림책 외국어 낭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