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다문화 공생센터 교육상담창구 

－ 자주 묻는질문 － 

 

【학교에의 입학 등에 대해서】 

Ｑ１ 효고현내 공립 초등학교(중학교)로 입학, 편입학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Ａ 살고 있는 시,쵸 교육위원회의 취학 담당부서에 상담을 하신 후,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Ｑ２ 효고현내의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Ａ 매년 3 월에 있는 입학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또한, 공립고등학교에 따라서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한 특별 전형 선발(입시)을 

포함해 2 월에 추천입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의 입시정보는 효고현 

교육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Ｑ３ 효고현내의 공립고등학교에 편입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Ａ 살고 있는 통학구역 안에서 편입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1 개 선택, 그 고등학교에 

문의하십시오.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편입학 수용을 인정한 경우, 편입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또한, 편입학 고사의 실시일, 교과, 내용 등의 자세한 것은, 각 고등학교 마다 

다르므로,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Ｑ４ 현립아시야국제중등교육학교 및 현립국제고등학교에 입학, 편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Ａ 현립아시야국제중등교육학교의 입학 시험은 매년 2 월에 있고, 개인면접과 작문 

시험이 있습니다. 출원 할수있는 조건이 있습니다.현립아시야국제중등교육학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립국제고등학교에 입학은 매년 2 월에 실시하는 추천입시에 응시 할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립국제고등학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편입학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문의 하십시오. 

 

Ｑ５ 현립고등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특별 전형 선발 (입시)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Ａ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레이와 2 년도(2020 년) 입시에서는, 현립고베코호쿠 

고등학교,현립아시야고등학교,현립이타미기타고등학교,현립카고가와미나미고등학

교, 현립코데라 고등학교의 5 개 고등학교로서, 각각 3 명씩 모집하여 실시했습니다 .  

입시 정보는 효고현 교육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Ｑ６ 모국에서의 의무교육기간이 일본 교육기간보다 짧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 할 수 

있습니까?  

Ａ 외국에서, 학교교육에 따른 9 년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수험할 수 있습니다. 

수료과정이짧은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과정 인정 규칙에 의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효고현 

교육위원회 사무국 고등학교 교육과에 문의 하십시오. (전화번호 078-362-9444 ) 

 

【어린이 다문화 공생 서포터에 대해서】 

Ｑ７ 효고현의 학교에서는 모국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Ａ 효고현에서는, 일본에 입국한 후  초기에 학교생활을 모국어로 지원하기 위해서, 

모국어로 말할수있는 [어린이 다문화 공생 서포터]를 학교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에는 기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어린이 다문화 공생센터의 홈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다문화 공생서포터의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신청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합니다.  

 

Ｑ８ 어린이 다문화 공생서포터한테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Ａ 어린이 다문화 공생 서포터는, 어린이의 생활언어 (모국어)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학습지원, 마음의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Ｑ９ 어린이 다문화 공생 서포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Ａ 새로운 서포터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서포터의 신규 시험을 실시 합니다. 

신규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어린이 다문화 공생센터의 홈페이지 등에서 

알려드립니다.  

 

Ｑ10 어린이 다문화 공생 자원봉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Ａ  어린이 다문화 공생센터에서 언제든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다문화 공생센터의 홈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자 뱅크의 페이지에 게제되어 

있는 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기입해서, 어린이 다문화 공생센터에 

보내주십시오. 

 

【어린이 다문화 공생 센터에 대해서】 

Ｑ11 어린이 다문화 공생센터에서 어떠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Ａ 어린이 다문화 공생센터는, 외국인 아동학생등의 취학 및 진학, 일본어 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련된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의해 주십시오.  

 



Ｑ12 어린이 다문화 공생센터에서의 상담은,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Ａ 방문에 의한 상담 또는, 전화(0797-35-4537) 및 팩스(0797-35-4538), 이메일(mc-

center@hyogo-c.ed.jp), 인터넷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Ｑ13 어린이 다문화 공생센터에서 상담을 받을때, 통역을 부탁할 수 있습니까?  

Ａ 예, 사전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Ｑ14 어린이 다문화 공생센터의 자료는, 누구라도 빌릴 수 있습니까?  

Ａ 예, 원칙상, 어느 분이라도 자료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 다문화 

공생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Ｑ15 어린이 다문화 공생센터는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까? 

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 입니다.  

개관 시간은, 평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입니다.  

【기타】 

Ｑ16 日本語ができないので、授業についていけるか不安です。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 수업을 따라 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Ａ 효고현에서는, 일본에 입국한후 1 년동안, [어린이 다문화 공생서포터]를 학교에 

파견하여, 모국어에 의한 학습 및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학교가 실시합니다.)   

일본의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능력이 필요하므로, 조금씩이라도 

일본어를 배웁시다. 어린이 다문화 공생센터에서는, 일본어를 배우기 위한 교재 및 

책이 있으며, 자료대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단) 효고현 국제교류협회의 홈페이지에서 각지역의 일본어 교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일본어 교실에서 일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곤란한 일이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학급담임 이나 교과의 선생님께 

상담하십시오.  

 

Ｑ17 일본어는 어디에서 배울수 있습니까? 

Ａ (공공재단) 효고현 국제교류협회의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의 일본어 교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