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Ｑ 취학비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나요? 

 
          
 
 
    
 
    
                                                                                         
 
 
 

 

 

 

 

 
 
 
 
 
 
 
 
 
 
 
Ａ 학교측이 입국관리국에 입학희망자를 신청 

하면 3 개월 후에 심사결과가 나옵니다. 

이 심사에 통과하면「재류자격인정서」가 

발급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본국의 일본대사 
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韓国語 

日 本 語 

www.ficec.jp/foreign/                
 ●「인포메이션후지미노」과월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어학교에 들 

어 가고 싶어요」･･･ 
취학비자가 필요하다 

는 것은 무슨 말이죠? 

외국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들 합니다.  

일본에 계신 여러분은 일본어를 배 

울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에 있습 

니다. 꼭 도움이 되는 일본어를 

배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Ｑ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일본어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Ａ 정식으로 일본어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분은 
취학비자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이 비자는 
고교나 전문학교 각종 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허가해 줍니다. 

 
Ｑ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Ａ 취학비자는 입학하고 싶은 학교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Ｑ 일본에 온지 1 개월이 되었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데 일본어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 

니까? 

Ａ 많은 일본어학교에서는 클래스별수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실력에 맞춰 공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전혀 일본어를 못하는 학 
생한테는 모국어를 할 줄 아는 선생님이 담당하 
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사시는 곳의 
가까운 곳에는 보란티어로 일본어를 가르쳐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선 거기서 배워, 일본어 

학교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Ｑ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까? 

Ａ 각각의 일본어학교에서는 특색있는 학 
급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케부쿠로에 

  있는 「아쿠아카데미」（03－3590－0740） 

에서는 매일 공부하여  3 개월을 한코스 
로 하는 풀타임코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주 1 회부터 2 회의 레규라・그룹・

레슨, 집중일본어코스, 일본어능력시험 
2 급대책학급, 대학원진학코스 등 가지각색 

의 학급이 있습니다. 

Ｑ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Ａ 「아쿠아카데미」의 주 2 회, 전체 20 회 코스는 
입학금 10,500 엔 수업료 64,000 엔 교재비가 

4,000 엔 입니다. 또, 월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수업을 하는 집중일본어코스는 3 개월의 수업료가 
168.000 엔 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맞는 선택을 하여 수업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Ｑ 가까운 곳에 무료 일본어교실이 있나요? 

Ａ 보란티어로 운영되고 있는 교실이 있습 
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일본어교실」 

「후지미일본어서클」 「미요시일본어교실」 

「카미후쿠오카일본어교실」등은 긴 역사를 
가진 일본어교실 입니다. 

 

●보란티어에 의한 일본어교실에 대하여 아시 

고 싶은 분은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일본어교 

실」전화 049－256-4290 에 문의해 주세요. 

가까운 교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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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６개국어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평성 20 년도 보육소・보육원의 입학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후지미노시에서는 12월 4일부터 보육소・보육원에 넣고 싶은 분 
을 대상으로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은 보호자가 일이나 
병 등에 의한 이유로 가정에서 키울 수 없는 시내에 살고 있는 어린이입니다. 
단, 정원에 빈자리가 없을 때는 넣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보육소（원）, 
자녀양육지원과, 오오이종합지소자녀양육지원과에 있습니다. 또한 평성 19 년도에 대기중인 분도 
신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시 12 월 4 일・5 일 9 시부터 6 시 우에노다이・카스미카오카보육소 어린이와 함께＋서류 
      12 월 11・12 일 9 시부터 7 시 오오이종합지소제 2 청사  어린이와 함께＋서류 
●보육소・보육원일람 우에노다이보육소（이하보육소 생략）카스미가카오카・타키・니시・니다・

카메쿠보・츠루가오카・오오이 탄포포보육원（이하보육원 생략）후지미노나카요시・카스가・
가제노사토・유즈리하 ・무깃고         

 후지미시, 미요시마치 동류의 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니  각 시마치의 자녀양육지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센터로부터의 알림 

분유의 조유, 보존과 취급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11 월 부터 일본에 입국할 때 지문채취를 실시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의 재발을 막기위해 2004 년에 개정된 입국관리법에 의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지문채취는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독해기로 양손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이것을 거절하면 일본에 들어 올 수 없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정보를 기준으로 범죄수사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모임」 

12 월・1 월의 이벤트 안내 
 아이를 키우고 계신 외국 
국적인 엄마들이 좋은 친구 

가 많이 생겼다고 기뻐하십 

니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모임」12，1 월의 이벤 

트 예정입니다. 서로 권유 
하셔서 같이 놀러 오세요. 

● 12 월 11 일 엄마랑 

크리스마스！후지미시  
● 1 월 24 일 맛있는 

국제교류（3 회째 ） 

일정, 내용은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확인해 주십시오. 

전화 
０４９－２５６－４２９０ 

 

 

 최근 세계보건기관과 국제식료농업기관 
으로부터 「영유아용 분유의 안전한 조유, 
보존과 취급에 대해」에 관한 목표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분유를 사용하고 계신 분을 위해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분유 조유 시의 장소는 청소・소독으로 청결하게！  
2, 조유 전에는 비누로 손을 씻읍시다. 
3, 분유병이나 분유기구류는 반드시 씻고 소독합시다. 
4, 조유할 때 물은 일단 팔팔 끓인 후,  70℃이상의 
것으로 사용합시다. 

5, 70℃이상으로 조유한 분유는 금방 흐르는 물이나 
냉수 또는 얼음물이 들어 있는 용기에 넣어서 수유할  

수 있는 온도（체온）까지 식힙시다. 

6, 아기에게 분유를 주기 전에 팔목 안쪽에 분유를   
소량 흘려 보거나 분유병을 만져보거나 해서 수유할 

수있는 온도（체온 정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7, 먹다가 남은 분유나 만들어 둔 분유는 먹이지 

말고  1 회분씩 만들어 빠른시간내에 먹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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