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⑤시사이드 모모치 해변공원 

            (シーサイドももち海浜公園) 
 

         

해수욕 가능 기간:7월 상순~9월 초순 
 

후쿠오카 타워(福岡タワー) 

후쿠오카 거주 외국인 입장료 할인 

(티켓 구매 시 재류카드 제시 필요) 

대상기간: 7/1(금)~9/30(금) 
 

Ÿ칠석 축제(七夕まつり) 

장소: 후쿠오카타워 남측광장 

일시: 7/5(화)~7/7(목) 12시~22시 

https://www.fukuokatower.co.jp/ 

                  
③ 노코노시마 아일랜드파크  

               (のこのしまアイランドパーク

                     꽃따기 행사(花摘みイベント
 

    ① 6/18(토)~7월 중순 ‘금잔화’ 

    ② 7월 중순~8월 중순 ‘해바라기’  

(1인  1송이 한정) 

    ※ 장갑, 삽, 봉투 지참 필요

    ※ 입장료 별도 (학생할인 있음) 

 http://nokonoshi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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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호 F C I F  
 Fukuoka  City  
 International  Foundation 

 Fukuoka  City  
 International  Foundation 

 

후쿠오카의 여름을 즐겨요! 
 

후쿠오카 시내 여름 행사와 피서지를 소개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 및 날씨 상황으로 이벤트 개최가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을 해주십시오 

                           

                      ① 시카노시마(志賀島) 

                 해수욕, 자전거여행, 트래킹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해수욕 가능 기간: 7~8월 

https://yokanavi.com/ko/route/73943/ 

① 

          
②우미노나카미치 해변공원  

           (海の中道浜辺公園) 

 

Ÿ디스크골프 무료 체험회 

(ディスクゴルフ無料体験会) 

7/10(일), 7/23(토), 8/14(일), 8/27(토) 
 

Ÿ장수풍뎅이 하우스 

(カブトムシハウス) 

살아있는 장수풍뎅이를 관찰하고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전시회 

장소: 동물의 숲 

일시: 7/16(토)~31(일) 

https://uminaka-park.jp/event/all/ 
 

Ÿ밤의 수족관 

잠자는 물고기 등 평소에 보기 힘든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카타항 야경을 배경으로 한  

돌고래쇼도 개최됩니다. 

장소: 마린월드 

일시: 7/16~8/31, 9월 평일 이외 

https://marine-world.jp/ko/ 

 ⑥노고우치 계곡 (野河内渓谷) 

 편백숲 산책으로 피톤치드를 마시며  

 폭포가 만들어내는 장관을 마주해보세요 

하카타역에서 차로 약 1시간 

니시테츠 버스 마가리후치 정류장 하차 후 도보 15분 

 ④ 메이노하마 불꽃축제 

   (第35回精霊流し花火大会) 

장소: 아타고하마 마리나타운 해변공원 

일시: 8/15(월) 20:00~20:40 

축제(마츠리) ・・・2p 

어린이 대상 이벤트・・・ 4p 

에서 계속됩니다 

② 

③ 

④ 

⑤ 

⑥ 

사진 제공: 후쿠오카시 



 

 

 

 

 

 
 

 

 

7/1(금)~15(금) 

하카타 기온 야마카사  [구시다신사 櫛田神社 및 주변] 

   (博多祇園山笠)  

 후쿠오카의 대표 여름 축제가 3년 만에 부활합니다. 

야마카사 축제의 역사는 약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하카타 일대에 전염병이 유행했고 이를 막기 위해 쇼이치 고쿠시라는 

승려가 기도를 하며 성수를 담긴 통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녔다고 합니

다. 이후 전염병 재발을 막기 위해 시작된 것이 오늘날의 야마카사  

축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하카타 지역 곳곳에 장식용 가마인 ‘카자리야마’ 

(飾り山笠)가 전시되며,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가마행렬 ‘오이야마카사’ 

(追い山笠)가 15일 새벽에 열립니다. 

 

7/5(화)~7(목) 

후쿠오카 타워 칠석축제 

야키토리, 야키소바, 빙수, 요요 낚시 등 일본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야타이와 노점이 열립니다. 은하수 일루미네이션과 함께  

축제를 즐겨보세요. 7월 7일에는 타워 내에서도 칠월 칠석  

이벤트가 열리고 특별 점등식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7/17(일),18(월) 

 꽈리 여름축제   [아타고신사 愛宕神社] 

   (ほおずき夏祭り) 

 메이지 시대 초기에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꽈리를 봉납했더니 소원이 

이뤄졌다고 알려지며 지금의 꽈리 여름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30(토) 16~22시, 31(일) 12~21시 

 여름이다! 축제다! 페스티벌   [하코자키궁 箱崎宮] 

      (第33回 夏だ！祭りだ！フェスティバル) 

 버라이어티 마켓과 각종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또한 7월 30일 18시부터는 ‘치노와쿠구리’(茅の輪くぐり)라

는 액막이 의식도 치러집니다. ‘치노와쿠구리’(茅の輪くぐり)

란 갈대를 엮은 거대한 동그란 고리를 말하며, 이를 통과하

면 연초부터 6월까지의 나쁜 액운을 털어내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평안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정) 8/12(금)~14(일) 18~22시  

 하카타 여름축제   [하카타역 博多駅] 

 매년 여름 하카타역 앞에서 개최되는 여름축제입니다. 다양한 노점이   

 늘어 서고 북 연주, 아티스트 무대 등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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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 주간 ( 9/24~30 ) 

  9월 24일~30일은 결핵 예방 주간입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에 약 1.3만명의 결핵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발병되는 ‘현대 질병’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원 치료만으로 고칠 수 있지만 

방치하게 되면 주위 사람에게 전염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연간 1천만 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결핵 고위험 국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에선 

고령층과 해외 출생의 젊은 층의 결핵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핵의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 발열, 권태감 등

이 있으며 감기와 증상이 비슷합니다. 기침 등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우려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서둘러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문의) 보건복지국 보건예방과  전화 092-711-4270  팩스 092-733-5535  

여름 축제, 마츠리!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에 주의하세요! 

바다의 역파도 현상이라고 불리

는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위험한 해류입니다. 이안류가 발생하면 

갑자기 깊은 바다 쪽으로 휩쓸려 아찔한 

현상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1. 일단 침착하기  

2. 육지를 향해 헤엄치려 하지 말기 

3. 해안과 평행하게 헤엄쳐 탈출하기 

4. 이안류에서 벗어나게 되면  

해안을 향해 헤엄치기 

 

☆바람이 강할 때는  

무리하게 헤엄치지 말고  

물에 뜬 상태에서 구조대를 기다리세요!! 
 

1. 상시 구명조끼 착용 

2. 휴대폰 방수팩 등으로  

    연락수단 확보해두기 

3. 유사시 118 전화하기 

 

★118은 해양 사건, 사고 신고번호입니다. 

자기 구명 기본 3원칙 이안류 탈출 방법 이안류를 조심하세요 



 

 

  

 FCIF 외국인 인터뷰 

 두번째 주인공 

 

         우메다 안 님  
 

            (스리랑카 출신) 

 

 

Ｑ１．후쿠오카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990년대에 스리랑카에서 학생들에게 영어와 간호를 가르

치는 동시에 간호사 및 조산사로 일했습니다. 그때 일본의 

최신 의료기술에 관심이 생겨 일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Ｑ２．현재 후쿠오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영어를 가르치는 일과 영어, 싱할라어, 타밀어 통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현 국제교류센터가 주최하는 국제

이해교육 추진사업에도 참가하여 학교와 공민관에서 모국

인 스리랑카와 에스닉 요리에 대해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Seventh Day Adventist 교회 멤버로서 헌 

옷, 신발, 장난감, 문방구 등을 모아 스리랑카, 필리핀, 파푸

아뉴기니에 보내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에 사는 모국의 사람

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참 기쁩니다.  
 

Ｑ３．위에서 말씁해 주신 활동 또는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

이나 고민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1. 기도를 합니다. 

 2. 후쿠오카현 커뮤니티, 주위 사람들, 친구들, 교회 사람

들에게 도움받으며 일본 아이들로부터 배웁니다. 

 3. 후쿠오카에는 취업지원센터, 주택 지원센터, 상담지원

센터가 있어서 안심하고 지냅니다.   
 

Ｑ４．후쿠오카 생활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산, 바다, 강, 언덕 등 자연에 둘러싸인 후쿠오카에서  

지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모국인 스

리랑카를 시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앰배서더가 될 기회를 

준 남편과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Ｑ５．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세지를 부탁합니다. 

후쿠오카에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해결을 도와줄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영어 대응이 가능한 병원, 변호

사, 상담사, 이사업체 등이 있으니 더 늦어지기 전에 도움을 

청하세요. 후쿠오카시 외국인 종합상담지원센터는 질문이 

있거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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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거주 외국人터뷰 <FUKUOKA & ME> 

9월 1일은 방재의 날 
 일본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지진, 태풍, 해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방재의 날은 방재 의식

을 높이고 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 대책 활동을 하는 날을 만들자는 취지하에 제정되었습니다. 9월 1일 방재의 날을 

포함한 1주일을 방재 주간으로 정해 각 방재 훈련 등이 실시됩니다. 여담으로 방재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입니다.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선 우리 집은 방재 대책이 잘 되어있는지부터 점검해 봅시다. 

✔방재지도에서 우리 동네 피난소 및 경로 확인 
    후쿠오카시 종합 해저드맵 (한국어)  →  

   ✔방재 물품 확인 

   ✔휴대 라디오, 비상식, 구급용품 등  

       방재가방 내용물 확인 

   ✔가구 전도 방지 대책 

   ✔식음료품 비축 확인 

   ✔비상식, 식수는 일주일분 확보 

   ✔가족, 친척, 지인의 연락수단 확인 

   ※재해 시에는 전화연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사시 휴대전화 및 고정 회선으로 이용이 가능한  

   재해용 메세지 전달 다이얼 ‘171’로 

   신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언어 대응> 

 일본정부관광국 공식 트위터 <Japan Safe Travel> 
  https://twitter.com/JapanSafeTravel 
 

 관광청  앱 <Safety Tips>  
 

 NHK 앱 <NHK WORLD TV> 
 

 기상청 다언어 홈페이지  
   https://www.data.jma.go.jp/multi/index.html?lang=kr 
 

 후쿠오카현 방재핸드북 
   https://www.pref.fukuoka.lg.jp/uploaded/attachment/121845.pdf 

 후쿠오카현 방재 메일서비스 <마모루군> 
   http://www.bousaimobile.pref.fukuoka.lg.jp/hng/ 

 ✔방재 및 기상 정보 다국어 서비스 등록 ➡➡ 

방재의 날 투두리스트 

    <일본어 대응(후쿠오카시 제공)> 

 

                                                               

 
방재 앱 <츠나가루 플러스>     후쿠오카시 공식 라인 계정       후쿠오카시 방재 메일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기존대로 다언어 상담이 가능합니다.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후쿠오카시 재해시 외국인 정보 지원 센터(재해 시 에만 개설) TEL：092-262-1799 

https://www.city.fukuoka.lg.jp/bousai/bousaiforeigner_2_2_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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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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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7/2・7/20 

8월   8/6・8/17                                                

9월   9/3・9/21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세 번째 수요일) 

7월   7/10                              

8월   8/14                              

9월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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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정에 따라 휴무일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0120-66-1799(무료)로 확인해 주십시오.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이를 위한  

진학, 진로 상담회 

 취학 전 아동~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회를  

소개합니다. 진학과 진로에 대해 고민 중인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일시: 2022년 8월 28일(일) 13:00～16:00 

▪장소: 후쿠오카시 건강 만들기 서포트센터 아이레후  

       10층 강당  (후쿠오카시 츄오구 마이즈루 2-5-1)  

▪참가비: 당사자 무료, 그 이외 500엔(자료비) 

▪대응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신청방법: 하기 메일로 상담 내용 전송.  

               예약 없이도 참가 가능 

▪문의: tomoikifukuoka＠gmail.com 

어린이 대상 예술 체험 프로그램 

[후쿠오카 요카토피아 국제교류재단 주최] 어린이 여름 이벤트 ~세계의 놀이와 SDGs~ 

세계의 놀이 체험과 워크숍으로 즐겁게 SDGs에 대해 배우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내용:  <제1부> 세계의 놀이를 해봐요   <제2부> SDGs가 뭐예요? 

 대상: 만 6~12세 어린이와 보호자 

 일시: 2022년 7월 28일(목) 10:30 ~ 12:30 

 장소: 후쿠오카시 아시아 미술관 아지비홀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시모카와바타마치3-1 리버레인 센터 빌딩 8층) 
 

참가 신청 기간: 2022년 6월 24일(금) ~ 7월 12일(화) 

신청 방법: 재단 홈페이지(https://www.fcif.or.jp/latestnews) 또는 위의 QR코드에서 신청 

              ※참가 신청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092-262-1744 

 ▪여름방학 어린이 미술관 2022 물의 리듬 [후쿠오카시 미술관] 

 <6/9(목)~8/21(일)> (夏休みこども美術館2022 水のリズム)   

 전시, 워크숍을 통해 어린이들이 즐겁게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의 테마는 ‘물의 소리’입니다. 

  https://www.fukuoka-art-museum.jp/ko/ 
 

  <8/19(금)> 

 모국어가 일본어가 아닌 가족을 대상으로 가이드투어를 실시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해주세요! 

 

 ▪어서와! 그림책 뮤지엄 2022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7/19(화)~8/28(일)> (おいでよ！絵本ミュージアム2022)  

 매년 여름 개최되는 어린이 대상 여름 이벤트. 가족이 함께 이야기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와 공간, 워크숍 등의 체험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https://faam.city.fukuoka.lg.jp/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