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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인정받은 아이들의 배움
외국국적 아이들에게도 일본어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2019 년에 실시된 이

법률은 일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일상생활을 원할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어 제외국으로부터의 이해와 관심이 깊어지도록 일본어 교육을 추진한 것입니다.
외국국적의 아이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의 일본을 형성하는 존재」로 인정하고,
취학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① 의무교육 연령의 아이 이름이나 주소를 기재할 것「학령부」에 외국국적 아이도 실을 것
② 공립중학교의 취학 안내를 해 해답이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취학을
권유한다.
③ 유치원이나 보육원에도 취원할 수 있다
④ 충분히 받아들일 태세가 정비되어 있는 교구외의 학교에도 입학할 수 있다.
⑤ 일본어 능력에 따라 본래의 학년보다 낮은 학년에의 입학이 가능하다.
⑥ 모국 또는 일본에서 의무교욱을 수료하지 않은 채 학령기가 지나버린 외국인은 본인의 희망과
시마치무라교육위원회의 판단으로 공립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⑦ 야간중학교가 있는 자치체에서는 야간중학교에의 입학을 안내한다.
⑧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중학교에서는 진로지도를 실시한다.
⑨ 고등학교입시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한 외국인 특별 정원 배당을 설정한다.
외국국적의 아이들의 학습은 지금까지는 자치제나 민간단체에 맡겨진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사업으로 외국국적 아이들의 교육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이 정해져도 전체적으로
실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FICEC 도 행정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적 여러분들도 이 개정된 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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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학

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등
・입학시험이 있음
・수업료 유료
・장학금제도 있음
※공립고등학교
・입학시험 있음 ・교복 또는 사복
・수업료 무료 ・도보 ・자전거・전철통학
※공립중학교
・수업료 무료 ・교복
・도보 통학
※공립초등학교
・수업료 무료 ・사복
・집단으로 도보 통학

초등학교

JFT-Basic 국제교류기금일본어기초테스트
３월１일 부터 일본국내에서 JFT-Basic 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https://www.jpf.go.jp/jft-basic/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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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 에서는 월～금요일 10 시～16 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년전 부터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었던

닫았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카레가게가

코로나로

인해 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형코로나의 영향으로 귀국 못하는 사람, 실직한 사람들에 대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12 월 1 일
『취로할 수 없는 재류자격의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인정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희망할 경우는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국에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인터넷 등으로 일을
찾으십시오.
＊노동조건상담 핫라인 Labor Standards Advice Hotline〈0120-811-610〉
월～금

17 시～22 시・토일축일

9 시～21 시

대응언어：일본어, 영어,중국어, 스페인어, 포루투칼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네팔어, 한국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크멜르어), 몽골어

FICEC 푸드뱅크
FICEC 에서는 NPO 법인 푸드팽크사이타마의 협력을 받아

쌀

외국인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푸드뱅크는「식물은행」이라고도 하고 페기처분되어

냉동식품

버리는 식품을「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활동
입니다. FICEC 푸드뱅크에서는「쌀 ・ 통조림 ・ 파스타 ・
냉동식품 ・ 과자」등을 준비해 일본어 교실이나 학습 지원
참가자나
생활상담하러 오신 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FICEC 의

햇반

교류회나 이벤트에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종교상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을 경우는（하람식）상담해 주세요.

고기나 생선통조림

FICEC 푸드뱅크
사이타마현현영주택신청
FICEC 에서는 NPO 법인 푸드팽크사이타마의 협력을 받아
적당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찾고 계십니까。만약에 사이타마현에 살고
외국인 지원을 위해 푸드뱅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시고 소득이 낮으며 자격에 해당되면 현영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중장기의 재류자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영주택은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사이타마현이 건설하고 유지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사이타마현에는 각지역에 307 의 현영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단지의 면적은 넓고 단지내는 여러동의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현영주택의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있는 패밀리층이 타겟이기 때문에 한 집의 구조가 3DK 타입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기 방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영주택은 주택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민간주택에 비해 쌉니다. 민간주택과는 달리 입주할 수 있는 세대소득액이나
가족구성등에 제한이 있습니다만 신청할 수 있을지 어떨지 알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모집은 연 4 회, 1 월,4 월,7 월,10 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용지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사이타마현영주택공급사에 우송합니다. 용지는 모집기간 중에 각구시마치무라나 출장소
에서 구하실수 있습니다.
문의처：사이타마현주택공급공사현영주택과 048-829-2875 http://www.saijk.or.jp/juut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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