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합니다.

~ 「양 캠프」 ~
작년 11 월에 개최 여섯 번째 "양고기 캠핑"및 7 개월하고 또한
YMCA 조직 호수 캠프장 캠핑 7 일 마침내 산 ..이 때문에 2012 년
크리스마스, 가족 케어 기금 모금 활동을위한 부 조직에 다시 지정
기부금 후 야영 활동 아이들 때문에 야외 재생할 수없는 방사선의 양이
너무 높다지만, 아이가 실제로 나가서 어머니는 그녀가 자주 그녀의
아이들을 조언하는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말했다 : ". 우리는 아, 지금은
실내 놀이에 센터 밖에서 짧은 시간에 재생합니다.

조금 인내 캠핑 양고기거야"다른 어머니는 말했다 : "어느 날,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종이 창을 끌어했다 아이들 피어싱을 발견하고 그가
외출 알고 있었다집에서 하루 종일 밖에서 놀 매우 화가, 그는 그렇게
방사선 외부의 높은 수준을 알고, 참을 수없는, 여전히 그를 보자. "이
캠프에 참가 학부모, 그것은 많은 불편 생각을 가지고있다.
7 월 9 일 (2 개), 우리는 재앙 세 유아가 그 구성원 아이다 보육
(후쿠시마 ITA), 이이 자카 유치원 (자카), 후쿠시마 (후쿠시마 아라이)
우리의 이웃 유치원 사랑을 방문 재생 본당. 유치원 그게 뭐든 교장 제
말은 3.11 에도 불구하고 2 년 된 공통 주제로 참조됩니다에, 심지어는
짧은 가자 아이들이 자유의 외부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아직 방사선

후쿠시마 이웃 유치원 정원.

영향의 두려움이 아직 공중에있다 삼십분 만 1 시간 가장 긴. 교장도
많은 영향을 우리는 정원 유아의 일상 생활에 밖에 재생할 수있는

국내모금달성액
(2013 년 6 월 17 일 현재)
580,616,493 엔

우리에게 말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떨어질하는 방법을 모르는, 즉,
지원하기 위해 손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래 없기 때문에 얼굴에서
게임의 잎 등을 따기, 외부 토양에서 연주하는 어린 아이들을 가장
먼저 가을이 금지되었지만,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몸. Sunaba 하는
완전히 새로운 2 년 지진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Donations can be sent to our account at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C) (SWIFT:SMBC JP JT)
Takadanobaba Branch(273)
2471703, for US dollars
3291280, for other currencies
救援募金

한 번 그들은 모래 놀이, 그들은 힙 산에 모래를 kaihe 방법을 잊어
버린 고급 파크 유아를 발견했다.
자신의 성장을위한 어린 시대 아동의 자연과없는 기회 접촉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경우,이에 대한 가치 생각은 없습니다.
(구원 對策 본부 擔當 총무 · 이이 지마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