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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国 語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모국에서 불러올 수 있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국적 

부모가 일본인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혼으로 미성년인 아이는 정주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세부터 18 세의 취학연령의 아이가 매년 80 만 명 넘게 

입국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돌출해 있는 일본으로서는 외국 루트의 아이를 받아들여 장래의 

사회보장을 짊어져 줄 젊은이로 기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①공립초등공립초등공립초등공립초등・・・・중학중학중학중학・・・・고등학교인고등학교인고등학교인고등학교인    경우경우경우경우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외국인 아동생도는 전국에 28,511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의 8 할 

정도의 아이가 47 도도부현 6,423 공립초등 ・ 중학 ・ 고등학교에서 일본어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본국적이어도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이가 5,496 명 있습니다. 

포르투갈어・중국어・필리핀어・스페인어・베트남어 등을 일상어로 하고 있는 아동 생도에 

대해 현이나 시 마치는 상담원을 파견한다든지 담당직원에게 연수를 한다든지 

취학가이드북을 작성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아이를 위해 학년을 낮추어 편입시켜주는 시마치도 보기 드물게 

있습니다만 문부과학성은 기본적으로 취학연령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②야간중학야간중학야간중학야간중학 

 전국에 34 교 있는 야간 중학에 다니며 일본어를 기초부터 배우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현재 야간중학생의 7 할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만 사이타마현내는 없고 아직 입학도 

모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15 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도내의도내의도내의도내의    야간중학야간중학야간중학야간중학    주소주소주소주소    근처역근처역근처역근처역    

아다치구립제 4 중학교 아다치구우메지마 토부이세사키선우메지마역 

하치오지시립제 5 중학교 하치오지시묘진쵸 JR 케오하치오지역 

카츠시카구후타바중학교 카츠시카시오하나챠야 오하나챠야역 

스미타구립분카중학교 스미타구분카 토부오무라이역 

오타구립코우지야중학교 오타구코우지야 케힝큐코공항선오토리이역 

세타가야구립미슈쿠중학교 세타가야구타이시토 토쿠전원도시선산겐자야역 

아라카와구립제 9 중학교 아라카와구히가시오구 토교메트로치요다선마치야역 

에토가와구립고마츠가와제 2 중학교 에도카와구히라이 소부선히라이역 

③일본어학교일본어학교일본어학교일본어학교 

  공립학교에도 야간중학에도 편입할 수 없는 15 세 이상인 아이일 경우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일본어능력은 제로. 이민에 대해 일본어를 가르쳐 주는 공적 제도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려면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면 일자리도 없습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부탁해 일본어 학교에 들어가려고 해도 일본어 학교의 입학 자격은 고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어디에어디에어디에    가면가면가면가면    
    좋을까좋을까좋을까좋을까????」」」」    

 

소자고령화라고소자고령화라고소자고령화라고소자고령화라고    하는데하는데하는데하는데    일본은일본은일본은일본은    

정말정말정말정말    아이들을아이들을아이들을아이들을    소중히소중히소중히소중히    생각하고생각하고생각하고생각하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일까요것일까요것일까요것일까요????    비통한비통한비통한비통한    목소리가목소리가목소리가목소리가    

들리고들리고들리고들리고    있을까요있을까요있을까요있을까요????    

외국적시민의외국적시민의외국적시민의외국적시민의    목소리를목소리를목소리를목소리를    냅시다냅시다냅시다냅시다。。。。    

15151515 세부터세부터세부터세부터    18181818 세의세의세의세의    배울배울배울배울    수수수수    없는없는없는없는    아이의아이의아이의아이의    SOSSOSSOSSOS 가가가가    들리지들리지들리지들리지    않습니까않습니까않습니까않습니까????    

배울배울배울배울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만들어만들어만들어만들어    주세요주세요주세요주세요. . . . 안심하고안심하고안심하고안심하고    살살살살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장소를장소를장소를장소를    찾아찾아찾아찾아    주세요주세요주세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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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은 자녀수당이 지불되는 달이었습니다. 작년 10 월에 자녀수당제도가 개정되어 

지금까지 수당을 받았던 분도 다시 인정청구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3 월 31 일까지 내지 않으면 작년 10 월부터 거슬러 올라가 수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생・전입 등으로 자녀수당을 받는 조건이 새로 생겼을 경우는 15 일 이내에 

수속을 하면 다음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당자녀수당자녀수당자녀수당    신청신청신청신청    하셨습니까하셨습니까하셨습니까하셨습니까????    

2 월호의 후지미노시의 화제에 이어 후지미시에서도 방사선측정기 

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후지미시내의 오염기준은 국가기준이하를 

나타태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안한 경우는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른지요? 

후지미시에서도후지미시에서도후지미시에서도후지미시에서도    방사선량측정기기를방사선량측정기기를방사선량측정기기를방사선량측정기기를    무료로무료로무료로무료로    대출하고대출하고대출하고대출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외국적시민의 자립을 목표로 개교한 센터의 파소콘 교실의 생도를 

모집중입니다.  참가료는 무료입니다. 강사는 알기 쉽다고 평판인 

프로지도자 카지사토미선생님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    파소콘교실파소콘교실파소콘교실파소콘교실    4444 월생모집월생모집월생모집월생모집    스타트스타트스타트스타트    

근처에 있는 학교 근처역 수업료 입학자격 

S 일본어학교 오미야 년간 69 만엔 고졸이상으로 졸업 

후 3 년이내 

M 일본어학교 무사시우라와 2 년간 148 만엔 고졸이상 

M 일본어아카데미 이케부쿠로 1 년방에 106 만엔 고졸이상 

T 정보전문학교 시키 초년도 63 만 4 천엔 고졸이상 

④고민거리고민거리고민거리고민거리    

 모국에서 중학교까지의 교육밖에 받지 않은 아이로서의 또 다른 고민거리는 일본에서의 

자신의 입장에 대한 불안입니다. 엄마가 이혼을 하든가 고령의 의붓아버지가 사망해 버리면 

아이인 자신의 재류자격이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은 과연 

언제까지 일본에서 살 수 있는지,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국으로 돌아가도 

친척은 없다—--등, 그들은 언제나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⑤15151515 세세세세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정주자비자를정주자비자를정주자비자를정주자비자를    가진가진가진가진    젊은이의젊은이의젊은이의젊은이의    장래를장래를장래를장래를    위해서위해서위해서위해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받아 들여 주지 않는 

젊은이를 자립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키워 장래의 일본을 지탱해 줄 수 있도록 모두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들이 일본어 기초를 습득하고 고교입시를 위해 공부하고 일본 고교에 입학 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여기저기에 세우지 않겠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10 시부터 16 시까지 매일 3~4 교과를 배울 수 있는 장소 

수업료는 저액으로 가능하면 국가나 현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민간기업으로부터도 조성해 

받는다. 강사는 선배외국인・유학생・일본인 학생・시민. 전문가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면 

호랑이에 날개 단 격이겠지요. 

장소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 자금을 원조해 주실 분, 학습을 지원해 주실 분, 의견에 

찬동해 함께 힘써 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