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가＞ 

우시오다 초등학교 국제교실 방문 ~ 우시오다 YY 졸업식~ 

우시오다 초등학교에는 브라질, 중국, 대만, 필리핀, 페루, 한국, 북한, 볼리비아 등 

외국/지역에 뿌리를 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156 명 있습니다. 5 월 15 일, 츠루미 

국제교류 라운지에서 학습지원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일본어를 지도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우시오다 초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국제교실의 와카키 테츠야 

선생님(오른쪽 사진)께 설명을 듣고 우시오다 YY 졸업식에 대한 비디오를 

감상했습니다.  

YY 졸업식에서 감상을 발표 

국제교실에서 공부한 6 학년 학생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나의 뿌리인 나라」에 대해 일본어로 

작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YY 졸업식에서 자신의 경험과 감상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에 와서 처음에는 

불안해했던 이 학생은 「같은 나라 친구가 산수를 가르쳐 주어서 기뻤어요. 

중학교에 가서도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할 거에요」라고 감상을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포르투갈어를 할 줄 몰랐던 한 학생은 우시오다 YY 에서 

브라질 학생과 사귀면서 모국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도 

선생님께 상담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도 

지원해 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응원을 

모든 학생들과 그 가족들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자기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랑 속에서 학생들은 여러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비디오를 감상한 후 학생들에게 「꿈을 향해서 앞으로도 화이팅」이라며 

응원의 메세지를 전했습니다.  

 

츠루미구에는 0~2 세 자녀를 맡길 수 있는「소규모 보육원」이 있습니다. 

 소규모 보육시설을 알고 계십니까? 

츠루미구에는 0~2 세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소규모 보육원」이 있습니다.  

정원은 6~19 명이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을 찾고 있는 분들 등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곤란하실 때는 

츠루미구청 자녀가정지원과 (전화 : 045-510-1816)로 언제든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교육 안내 담당자에 대한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통역 자원봉사자, 태블릿을 이용한 영상 통역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육・교육 안내 담당자에 대하여 ☆ 

보육・교육 안내 담당자는 자녀를 맡기는 시설 등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상황에 

적절한 보육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원입니다. 

※ 상담을 원하실 때는 사전에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1 회 45 분 

장소：츠루미구청 3 층 4 번 창구 

문의：츠루미구청 자녀가정지원과 Tel 045-510-1816  

https://www.city.yokohama.lg.jp/tsurumi/kurashi/kosodate_kyoiku/hoiku/kosodate/201

309061429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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