４ 시즈오카시 일보어 지도 센타는？
＊어린이 대상은「일본어 교실」이라고 합니다.
１

２

일본어 지도 센타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시즈오카 시내에 사는 외국인과 귀국자녀의 초/중 학생, 희망자에게 일상생활에 필
요한 일본어를 가르칩니다.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
된 지원으로는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보호자에게 조원, 재적 학교의 담
임 선생님과의 연락입니다.
일본어 지원 센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립 모리시타
초등학교센타
수루가구/아오이구의
초등학생 대상

３

시즈오카현 교육회관센타
수루가구/아오이구의
중학생대상

시립 시미즈우도
초등학교 센타
수루가구의
초/중학생대상

일본어 지도 센타에는 외국인 아이가 몇명 통학하고 있습니까？
전출입으로 인수의 변동이 있습니다만, 3 개소의 일본어 지도 센타를 합하여 50 명
전후의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４

일본어 지도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지도는 통급지도와 방문지도 두종류가 있습니다. 또 적응상담이 있습니다.

통 급 지 도
일본어 지도 센타에서는 매주 1회, 통급하러
오는 아이들에게 여러명의 일본어 지도원이
아이들의 일본어 습득상항에 따라 그룹을 만
들어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은 1

방 문 지 도
방문지도는 일본어를 전혀 말하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 재적하고 있는
학교를 1년간 약 10회 방문을 해 일
본어를 지도합니다. 하루 지도 시간

일 2시간입니다. 더욱 아오이구/수루가구의
아이들은 수요일에 통급하는 그룹과 목요일에
통급하는 그룹, 두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습
니다. 시미즈구의 아이들은 목요일 그룹(중학
생)과 화요일/수요일 그룹(초등학생)으로 나눕
니다.

은 초등학생이 45분, 중학생이 50분
입니다. 방문날은 재적하고 있는 학
교와 상담하여 정합니다. 주 방문회
수는 재적하고 있는 학교에 따라 가
지각색입니다.

적 응 상 담
적응 상담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의 룰이나, 생활에 필요한 말을 전하기 위해 학교
를 방문해 실시합니다. 또 학교에 들아간 후 아이들의 고민을 의논하기위해서도 방
문합니다,1년에 약 3회의 상담을 실시합니다.

５

통급지도는 보호자 참관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연간 1 회, 5 월정도에 실시합니다.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을
통해 소식을 전합니다. 꼭 아이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봐 주십시오. 참
관회가 끝난 후 지도원과 아이의 학습과 생활에 대해 상담도 할수있습니다.

６

일본어 교실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통급지도의 경우】
어떤 요일의 그룹도 동일합니다.
등교 13：30~13：50（14：00：모리시타 소 센타）
시간에 여유를 갖고 각각의 일본어 지도 센타에 와 주세요.
· 도보 아니면 버스로 와 주세요.
· 보호자와 함께 등하교할 경우를 제외하고, 자전거로의 등교는 금지입니다.
· 아이가 등교할때 지도원이 출석을 확인합니다.
· 결석이나 조퇴할 경우는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하여,
담임선생님으로 부터 일본어 지도 센타에 연락하게 해 주세요.
· 그 시간대에 지도원이 보호자/아이와의 면담을 실시하기도하고, 아이의 고민
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보호자의 면담은, 처음으로 일본어 지도 센타에 통급하게 된 보호자와 아이에 대해 실시합니다.
아이의 일본어 듣기, 쓰기등의 진단도 겸하고 있습니다.

１시간째 13:50～14:35
２시간째 14:50～15：35
귀가회
15：35～15：50
７

일본어 수업（모리시타 소 센타는 14:00~14:50）
일본어 수업
（ 〃 15:00～15:45）
하교는 15:50 입니다 （ 〃 15:45～16:00）

일본어 지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청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아이가 재적한 학교에 제출해 주세요.
신청용지는, 시즈오카시 교육위원회학교교육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포르트칼어판, 스페인어판, 타가로그어판, 중국어판이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신청합니다. 통급을 개시하는날은 학교에서 연락이 있습니다.

시즈오카시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 기획관리담당
홈페이지 ＵＲＬ http://www.gakkyo.shizuoka.ednet.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