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KING FOR THRIFT SHOP 
 
From Wednesday through Saturday of Thrift Shop week there will be limited parking in the CAJ 
parking lot.  If you can come by bike or train please do so. IF the parking lot is full, there are many 
paid parking lots around the Higashi Kurume station area that can be utilized (see map for locations). 
We will be glad to help you work something out, so if you have questions or concerns about this 
policy just send an email to pta@caj.or.jp (BEFORE Thrift Shop week, please!).   
Note: Please be considerate of our neighbors and do not park on side streets by CAJ. 
 

Things for workers to think about: 
• Can your spouse or a friend drop you and your items off and then leave with the car? 
• Can you carpool with a friend? 
• Can your spouse or a friend pick up you and your early purchases? 
• Do you live close enough to:  

• bring your items by car, then drive back home and return by bike? 
• go home, get your car and return to pick up your early purchases? 
 

NOTE to Wednesday and Thursday workers: 
 To help accommodate this, you will be allowed to leave your purchases in the workroom 
overnight if necessary. They must be paid for, boxed, and labeled with your name. Any unpaid 
items will be put back on the floor as before. However, please take purchases home the same day, if 
at all possible, since the workroom could get very crowded.  
 

 
	 

	 

	 

	 

	 

	 

	 

	 

	 

	 

	 

	 

	 

	 

	 

	 

	 

	 

	 
 

학교 주차장 (33개 이용가능)	 
	 

주차장에 빈 자리가 없으면 약도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CAJ駐車場可能台数（３３台）	 
	 

CAJ駐車場が満車の場合は、表示された駐

車場をご利用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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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J parking lot (only 33 spaces) 
	 

Please use the indicated lots when 
the CAJ parking lot is full 



スリフトショップ期間中の駐車場について	 
	 
スリフトショップの週の水曜日から土曜日は、CAJの駐車場は、駐車できる台数に制限があります。もし、電車や自転車

でお越し頂けるようでしたら、そのようにお願い致します。もし、CAJの駐車場が、満車であれば、東久留米駅周辺に利

用できる有料駐車場が多数ありますのでご利用下さい。（場所は、 地図を参照して下さい。）この新しい方針について、

ご質問や懸案などございましたら、Eメール pat@caj.or.jp （スリフトショプ前までに）でお知らせください。 

 

注：CAJの近隣周辺には十分お気遣い頂き、CAJサイドの道には、駐車しないようにお願いします。 
 

ボランティアで働かれる方へ 

• 配偶者の方やお友達があなたを車で連れて来て、スリフトショップに出す品物を降ろした後、車で学校を離れ

ることはできますか？ 

• お友達と一緒に車に乗ってくることは、できますか？ 

• 配偶者の方やお友達が、あなたをお迎えにくることは、できますか？ 

また、早めにお買物をすることはできますか？（但し、４時間以上ボランティアされた方） 

• CAJのお近くにお住まいの方、 

出品されるものを車でもってきて、荷物を降ろした後、一旦車で家に戻り、 

自転車で学校に来ることは、できますか？ 

働いた後、車を取りに一旦帰宅し、購入したものを持ってかえることが出来ますか？ 

 

注意：水曜日と木曜日に働かれる方へ、 

駐車場の変更に伴い、必要であれば、ボランティア専用のワークルームの中に購入された品物を置くことが 

できます。  但し、購入するものは、すべて支払いを済ませ、箱に中に入れ、名前をつけて、ワークルームへ置いて 

ください。尚、支払いを済ましていない品物は、これまで通り、すべて棚に戻されますので、お気をつけください。期間中、

ワークルームは、大変混雑しますので、購入されたものは、なるべくその日のうちに、家にお持ち帰り下さい。ご協力よろ

しくお願い致します。 

 

 

바자 (THRIFT SHOP) 주차 상황 변경에 대한 안내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새 방식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있어 여러분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바자 기간중의 수요일 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제한된 수의 주차 공간이 마련됩니다. 자전거나 

전철을 이용해서 오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 학교 주변에 있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학교 주변 주차장 약도 참조)  새로운 학교 방침에 관해서 의견및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pta@caj.or.jp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바자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연락주세요.)  	 

	 

부탁말씀 :교통 규칙을 준수하셔서 학교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무단으로 주차하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자원봉사자분들께 제안드립니다 

•올 때 배우자나 친구에게 부탁해서 짐과 본인만 내리고 차는 돌아가게 한다. 

•친구 차를 같이 타고 학교로 온다. 

•집에 돌아갈때 배우자나 친구에게 마중나오라고 한다. 

•학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짐은 차로 실어다 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전거로 학교까지 온다 

  •집에 돌아가서 차를 가지고 학교로 돌아와 산 물건을 픽업한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 부탁 말씀 : 
이러한 변화에 따라 만약 필요하다면 사신 물건을 작업실에 남겨두고 가셔도 되도록 규칙을 

바꾸었습니다.반드시 대금을 지불하시고 본인의 이름을 적어 넣은 상자에 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을 내지 않은 물건들은 원래 자리로 돌려 놓습니다. 그러나 작업실의 자리가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붐비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당일 물건들을 가져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