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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오세요 아오바구에 

이 전입 지침서는, 귀국한 어머니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그 후에 국제 라운지에 모인 어머니들의 논의를 통해서, 아오바구 귀국아동을 대상으로 출발했습니다. 

귀국해서, 처음으로 일본에서 주부로서의 생활을 시작한 어머니도 있습니다. 체재한 국가나 도시에 

따라서, 또 그 가정이 여러가지로 일본의 적응에 어려움의 차이도 다르지요. 귀국 당시는 생활 

전부가 곤란과 불안을 느끼는 일입니다. 

저희들의 경험이, 귀국 직후의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져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도록 바라는 맘은 간절합니다. 요코하마에 전입해 오신 여러분, 처음으로 일본에 오신 외국인 여러분도 

이 지침서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정이 되면, 한번 타나 (田奈) 에 있는 요코하마시 아오바 국제교류 라운지에 오십시오. 여러가지의 

이벤트, 교류회,일본어와 외국어반, 많은 자치활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나 일본생활 정보제공, 

도서 대출 정보지 발행등도 하고 있습니다. 귀국한 후, 체재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등록한 멤버가 정기회를 통해서, 월 1 번씩 모입니다. 처음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함께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이 체재한 도시나 국가의 생활정보도 제공 해 주십시오. 

일시, 장소등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아오바 국제교류 라운지 창구에 문의 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오바구 생활이,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헤이세이 22 년 (2010 년) 3 월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학용품등의 설명은 일본어를 이해하는 외국인이나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의 부부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써있습니다. 

＊각 학교 각학구에 따라 다소 다른 것이 있으므로 각 항목의 자세한 것은 각 학교나 기관에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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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장과 학용품 

①우와바키 (うわばき) 실내화・・・흰색(앞 부분에 색이 있는 것도 가능) 

실내화용으로써 시판되고 있는 것 

일반적으로 발레슈즈라고 불리는 것 

・앞 부분의 색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확인 해 주세요. 

・이름 쓰는 법・・・검정색 유성펜으로 앞과 뒤에 확실히 쓰세요. 
・우와바키부쿠로(上履き袋) 실내화주머니・・・걸쇠에 걸수 있는 끈이 있는 것 

＊주초・・・신주머니에 실내화를 넣어 학교에 가지고 가서, 실내화로 바꿔 신은 후에 

지정한 장소에 놓습니다. 

＊주말・・・・세탁을 위해 집에 가지고 와야합니다. 

②통학용 구두・・・스니카등 체육시간에도 신고, 벗기 쉬운것 

③ 체육 복장 ・・・새것을 사야 될 경우는 선생님께 상담해 주세요. 

＊아오바구 초등학교에 많이 볼 수있는 예 

・상의・・・하얀 반소매 타이소우기(体操着) 체조복, 겨울이나 추운 시기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해서 

위에 뭔가 입히고, 하얀 긴소매 체조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바지・・・하얀, 곤색의 짧은 반바지. 또는 길이는 자유이며. 움직이기에 편한 천의 핫바지 

핫바지의 설명과 사진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ita.com/?pid=5118573 
・아카시로보우시 (赤白帽子)빨간, 하얀 모자・・・남여 공용. 모자의 채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 복장은 학교에 따라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구입장소나 이름 적는 방법등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문의 해 주세요. 

・체조복 주머니・・・걸쇠에 걸 수 있도록, 끈이있는 것이면 어떤 것도 좋음 

주머니에 체조복을 넣어 학교에 가지고 가서, 지정된 장소에 놓는다. 

반소매체조복 

（옷깃 있음） 
체조복주머니 

반소매체조복 
(옷깃 없음） 수업 할때 

메모 체육 복장은・・・ 

지금까지 사용한 것을 그냥 사용할 경우 

가 있습니다. 학교에 문의해 보세요. 

운동화, 스니카 
신 주머니 

빨간,하얀 모자 

실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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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보사이 즈낀 (防災頭巾) 방재두건・・・재해시 아동을 안전하게 대비하기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큰 수퍼에서 살 수 있습니다. 
보사이즈낀 대신에 헬맷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⑤조우낀（雑巾）걸레・・・・학교 청소 시간에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헌 타올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거나, 큰 수퍼나 100 엔 숖에서 팔고 있습니다. 

⑥큐우쇼쿠부쿠로（給食袋）급식주머니・・・런천마트 대용으로 사용할 나프킨과 젖가락. 학교에 따라서는 

식사 후에 이를 닦기위해 칫솔.작은 컵등을 넣는다. 란도셀(책가방)의 걸쇠에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끈이 있는 작은 주머니등을 사용합니다. 

✳급식당번의 하쿠이(白衣)하얀까운, 마스크, 모자등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따라 취급하는 것이 다르므로 

학교에 문의 해 보세요. 

⑦미즈기(水着)수영복・・・남여 모두 곤색의 수영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영모자도 사용합니다. 

모자색,이름 쓰는 법,수영을 지도하는 시간등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께 여쭤 보세요. 

하얀 까운 마스크 
모자 

보사이즈낀 

머리에 쓴다 

바닥을 걸레로 

닦음 

걸레 

급식주머니 
젖가락, 내프킨, 컵, 칫솔 셋트 

보사이즈낀 의자에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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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란도셀（ランドセル）책가방・・・학용품은 란도셀(책가방)이라고 하는데 어깨에 매는 모양의 가방을 

사용합니다. 

배낭같은 가방을 사용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란도셀(책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손가방을 사용합니다. 

⑨연락장・연락봉투 

・학교에 가기 전에는 집에서 시간표와 연락장을 보고 내일의 교과서를 준비합니다. 연필도 갂아둡니다. 

・렌라쿠쵸(連絡帳)연락장・・・학교 와의연락.상담등에 사용하기 위해, 매일 연락봉투(※1)에 넣어서 

가져가야 합니다. 연락장은 시중에서 파는 것이나 일반노트도 괜찮습니다. 결석 연락 

시에 사용합니다. 

・(※1) 렌라쿠부쿠로(連絡袋)연락봉투 ・・・연락장과 프린트물이 들어 가는 것.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으므로, 학교에 문의 해 보세요. 

헬맷을 사용하는 학교 (아래의 인터넷 주소를 참고하세요) 

http:www.townnews.co.jp 

수영복남자 

물안경 

수영모자 

수영복여자 수영복까운 

접을 수 있는 손가방 란도셀,책가방 

수영복입은모습 

연락봉투 연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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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학용품・・・별지①의 용품 일람표을 참고 해 주세요. 

●일부 학용품에 대해서는, 학교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품목이나 구입하는 시기는 학년마다 다르므로 담임선생님께 문의 해 주세요. 

2 .통학에 대해서 

지구별로 토우코우한(登校班)통학반을 구성해, 지정된 통학로로 집단 등교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통학반, 통학로에 대해서는 각 지구의 교외 위원(※2)이나,선생님께 문의 해 보세요. (※2 10 쪽을 참조) 

학교마다, 개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외에는 열쇠로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 갈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불심자의 침입이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확인 해 주세요. 

•학교에 따라 아동에게 방범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학교 건강 진단 별지 ② 참조 

요코하마시 초등학교에서는 정해진 기간에 학교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요보우셋슈（予防接種）예방 접종 별지③ 참조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구의 복지 보건 센터에 상담해 주세요. 

아오바구 보건복지센터 건강 만들기 담당：045-978-2348 ∼9 

어린이 예방접종은 체재했던 나라나 연령에 따라 , 필요한 주사 종류, 회수가 달라집니다. 

해외 체재중의 접종기록을 휴대하여 보건 복지 센터의 창구에 가면, 예방접종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무료 예방 접종 접수 서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 수첩을 가지고 가세요. 

해외에서 태어난 어린이에 대해서는, 구약소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모자수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手続き方法） 

아오바 구약소에서 의료기관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 복지보건 센터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소개한 안내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콤파스 크레용 
조각도 

부는 건반 하모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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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자연 재해시 아동의 안전 확보에 대해 별지④참고 

아동을 데려가는것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긴급연락을 메일로 보내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등록제） 

６．초등학교 생활에 대해 

·교과서에 대해・・・교과서는 학교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타 학용품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입니다. 

·결석, 견학 통지・・・결석 또는 체육 견학에 대해서는 연락장에 기입해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방식 :학교를 쉴 경우에는 이유등을 기재해서 형제 또는 가까운 친구에게 부탁해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체육을 쉴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합니다. 

·보건실의 사용 방법 

학교에서의 부상이나 몸의 상태가 안좋을 때는 보건실로 갑니다. 

보건실에는 양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데려가야할 경우 학교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급식・・・ 점심 식사는 도시락이 아니라 전원 똑같은 식단의 급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식은 주로 학습하고 있는 동일 교실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급식 당번이 정해져 당번이 된 아동이 식사를 나누어 줍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런천마트와 같은 냅킨, 칫솔을 지참합니다. 
급식 당번이 되면 학교의 하얀까운과 마스크, 모자를 착용합니다. 
알레르기등으로 먹으면 안되는 식품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십시오. 

・급식은 개인 부담으로써 은행 또는 우체국등의 금융기관에서 자동 납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임 선생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급식 당번이 끝난 주말은 하얀까운을 집에 가져가서 세탁 한 후 다림질을 해서 학교에 갖고 와 

주십시오. 

일러스트 급식(빵, 밥) 급식 당번 

급식당번 
급식( 빵, 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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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학교에 따라 조회가 있습니다. 교정, 체육관등에서 모여 교가 또는 계절의 노래를 부르거나,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체조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클럽활동・・・・・4，5，6 학년생이 참가하는 활동으로 재미있는 내용의 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임 선생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예）：힙합댄스, 다도(茶道), 야구, 수예, 배턴댄스, 배드민턴, 쇼우텐, 도면공작, 탁구, 축구, 음악, 
농구,과학, 육상 

·위원회 활동···학교내 활동을 각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위원회는 급식 시간에 

음악을 

틀거나, 집회 때 방송 기재를 준비하는 등의 준비를 하는 활동을, 보건위원회는 전교생의 보건실이용상태을 

조사하거나 보건위원회 회지를 만들어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종류, 

활동일시는 각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체육···일본의 학교에는 기계 체조라는 종목을 다수 채용하고 있슴니다. 철봉을 이용하여 앞돌기, 

뒷돌기의 연습을합니다. 또한 줄넘기, 뜀틀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종목은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천천히 연습합시다. 

・운동회···일년에 한번, 봄 또는 가을에 학교 전체의 체육 발표회가 있습니다. 보호자는 도시락을 

지참해서 응원합니다. 경기 종류는 줄다리기, 볼 넣기, 기마전, 주경주, 댄스, 릴레이, 

방울깨기등이 있습니다. 

풀 수업에 대한 간단 메모 

풀의 수업이 있는 날은 체온이나 아동의 건강 상태를 기입해서 

보호자가 인감을 날인하는 [ 풀 카드] 를 제출합니다. 

세부 사항은 담임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철봉 
줄넘기 

뜀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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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학습・・・①소풍 ②사회과 견학 ③숙박을 동반하는 교외 수업 (수학여행등) 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시간과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도서위원이나 담임선생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청소・・・일본의 학교에는 매일 학생들이 청소를 하고 정리 정돈을 하는 동시에 어지르지 않는 

１것 또한 배웁니다. 

학교 청소에는 주로 빗자루, 걸레질을 합니다. 걸래 빠는 법을 사전에 가르쳐 주십시오. 

・화장실・・・양식 화장실 장소를 확인하거나, 일본식 화장실의 사용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 학교 볼란티어 

보호자는 다양한 볼런티어로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가정과 수업의 도우미, 도서 정리, 책 낭독, 수업 써포터 

어린이가 볼런티어로 지역 청소를 할 경우의 도우미 등. 

・ 쥬교산간 (授業参観) 수업참관 (토요일 참관) ・・・보호자를 위해 날짜를 정해서 수업을 공개합니다. 

・ 곤단카이 (懇談会) 간담회・・・보호자와 담임선생님이 정보 교환을 한다. 외국인은 통역을 지정할 수 

있다 (요상담) 

책상 나르기 걸레빨기 빗자루로 쓸기 걸레질 하기 

일본식 화장실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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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방과후, 아동이 지낼 장소에 대해 

・하마코후레아이 스쿨・・・방과후의 시간, 학년에 관계없이 지낼수 있도록 학교내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이지만 등록이 필요합니다(문의는 각 학교로) 

・ 호우카고키즈크라부 (放課後キッズクラブ) 방과후 키츠 클럽・・・전교생을 포함하는 초등학교의 시설을 

활용하는「놀이방」과「생활방」을 겸한 안전하고 쾌적한 방과후 지낼 장소. 
오후 5 시 이후 이용자는 유료 

・가쿠도우호이쿠( 学童保育) 아동보육・・・보호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방과후 아동의 보호가 어려운 경우, 
학년에 관계없이 초등학생을 맡아줍니다. 유료(문의는 복지 보건 센타에) 

아오바구 복지 보건 센타 어린이 가정 지원 상담: 0459782460 

８．PTA 
PTA ：보호자와 교직원이 협력해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전 보호자와 전 교직원이 회비를 내며 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 가운데 매년, 새학년 초에 임원을 뽑습니다.  (위원회의 명칭, 활동은 각 PTA 규약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 본부 임원이외에 주요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가쿠넨이잉 (学年委員)학년 위원, 가쿠넨가큐이잉( 学年学級委員) 학년 학급 위원 ・・・학교・선생님과 

보호자를 연결하는 역활로 학급내, 학년내, 학년간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친목회 또는 그 

외의 계획을 세워 활동합니다. 
・코우호우이잉 ( 広報委員) 홍보 위원・・・홍보지등을 발행하는 활동을 합니다. 
・쿄우요우이잉( 教養委員 )교양(성인) 위원・・・문화적 또는 예술적인 견해를 가지고 강연회등을 기획, 아동과 

회원을 위해 교양적 활동을 합니다. 
・ 코우세이호겡이잉( 厚生保健委員)후생 (보건) 위원・・・아동의 보건,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합니다. 
・ 코우가이이잉카이 (校外委員会) 교외 위원회・・・아동들의 지역에서의 안전을 위해 학교, 경찰등과 

연계하여 스쿨죤 설비에 충실하며, 아동의 안전 지도등의 활동을 합니다. 

９．학교내에서 부상에 대해(보험) 

＊ 요코하마시내의 초, 중학생 전원이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학교 관리하에 있어 학생의 부상・・・일본체육・학교건강센타 
(하교시 통학로를 이탈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교 관리하가 아닌 하교후 또는 휴일등에 부상이 발생할때・・・요코하마시 안전교육 진흥회 

보호자의 PTA 활동 전반의 사고등・・・・・・・・・・・・・・・・요코하마시 안전교육 진흥회 

이상과 같이 보험이 지급되므로 해당 사고 발생시 바로 학교에 연락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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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０．해외에서 전입후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음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① 각 학교의 귀국 아동 담당 선생님 

각 학교의 귀국 아동 담당선생님 (학교에 따라 귀국아동회가 있습니다) 

② 아오바 국제교류 라운지의 커뮤니케이션 서포트 제도 

「학교 (담임선생님등)와 외국인 가정 (외국에 연계된 아동의 보호자) 의 연결 역활로써 학교에서의 

정보( 알림장, 안내 통지문 등) 를 전달하거나, 가정으로 부터의 답장을 학교에 전달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통역을 아오바 국제교류 라운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③공적 상담 기관 

・해외자녀교육 진흥재단 전화: 0343301341 
URL： http://www.joes.or.jp/index.html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학교교육부 초・중학 교육과 

초・중학교지도과 전화: 0456713265 
・각 구의 복지보건 센타 서비스과 

아오바구 어린이・가정 지원상담 전화: 0459782460 
츠즈키구 어린이・가정 지원상담 전화: 0459482319 
미도리구 어린이・가정 지원상담 전화: 0459302361 

・요코하마시 아오바 국제교류 라운지 

*해외에서 귀국한 분에 대해서는 일본 생활에 대해, 해외에 주재 할 분에 대해서는 

외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시민 여러분을 위해 다언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수요일 오전, 목요일, 토요일 오전) 
외국인 아동·학생을 위해 학습 보충 교실도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나라쵸 76 아오바구 구민 교류 센타내 
(토큐 덴엥토시센 타나역 하차 도보 1 분) 

tel : 0459895266 fax：0459820701 
URL：http://home.h00.itscom.net/aobalnge/ 
Ｅmail: aobaloungeintl89h1@t07.itscom.net 

개관 시간 : 9:00～21:00 일요일·축일 : 9:00～17:00 
휴관일 : 제 4 일요일 연말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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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간 귀국자 지원 단체 

귀국자녀회 프렌즈 (帰国 
き こ く 

子女 
し じ ょ 

の会 
かい 

フレンズ) 
자원봉사자에 의한 상담, 학교 안내, 기간지「フレンズだより」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000005 도쿄토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121 
도쿄카이조 니치도우 빌딩 신관 703 

tel : 0332128497 fax：0332128419 
접수 : 월요일～금요일 10:30～16:00 
Home Page:http://www.ne.jp/asahi/friends/kikoku/ 
Ｅmail：fkikoku@asahi.email.ne.jp 

LET’S 국제 볼런티어 교류회 

카와사키에 있는 볼런티어 그룹. 일본어 살롱, 외국 요리 강습회·정보지 발행등을 하고 있습니다. 
Home Page:http://www.inthe.info/lets/old_index.htm 
연락처：오구라 케이코（ 小倉 

お ぐ ら 

敬子 
け い こ 

） Ｅmail：lets@inthe.info 

TGAL (Think Globally, Act Locally!) 
1997 년에 츠즈키구 평생교육 에서 발족한 그룹. 강연회와 교류회를 통해 이문화 또는 귀국후의 

적응에 대하여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주재할 분들께는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등의 국제 이해 프로그램도 행하고 있습니다. 

TGAL PHS：０７０－６５２８－０１２５ 

Ｅmail: tgal20yokohama@yahoo.co.jp 
Home Page: http://www.geocities.jp/yokohamatgal/ 

·험프티 덤티 문고 (ハンプティ ダンプティ文庫 
ぶ ん こ 

) 
아오바 국제교류 라운지의 자주 생활 그룹. 제 2,4 목요일 오후 라운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국아동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거나 게임을 하는등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우루시하라 마유미 (漆原 
うるしばら 

真弓 
ま ゆ み 

) 
전화： 0459721274 Ｅmail： tkurushibara@ybb.ne.jp 
Home Page: http://aobalounge.sakura.ne.jp/jishugroup/shokai.htm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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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휴일,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시 

아오바쿠 큐지즈 큐칸 신료조 (青葉区休日急患診療所) 

아오바구 휴일 급환자 진료소 진료과목 : 내과 ,소아과 

전화:045-973-2707 

아오바구 후지가오카 2-20-10(후지가오카 하차) 

접수: 휴일(일요일,축일 및 12 월 30 일부터 1 월 3 일) 

오전 9: 30 ~오후 12: 00 , 오후 1:00 ~ 오후 3: 30 

츠즈키쿠 큐지즈 큐칸신료조（都筑区休日急患診療所） 

츠즈키구 휴일 급환자 진료소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전화: 045-911-0088 

요코하마시 츠즈키구 우시쿠보니시 1-23-4(지하철 센터미나미역 하차) 

접수: 휴일 오전 10: 00~오후 4 : 00 

요코하마시 호쿠부 야칸큐보센타（横浜市北部夜間急病センター） 

효코하마시 북부 야간 응급 센터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전화：045-911-0088 

요코하마시 츠즈키구 우시쿠보니시 1-23-4(지하철 센터미나미역 하차) 

접수: 오후 8: 00~ 오전 0 시 

큐큐 이료 조호 센터（ 救急医療情報センター）구급 의료 정보 센터 응급환자 발생시 의사를 소개합니다. 

(병원은 아니므로 주의 바랍니다!) 

전화：0452011199 ( 24 시간 접수・연중무휴)



＊ 별지① 학년별 학용품 참고 일란표 （예）평성１７년도 요코하마시립 에다니시 초등학교(荏田西 
え だ に し 

小学校 
しょうがっこう 

) 

＊ 준비할 시기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으로 부터 연락이 있습니다. 

＊ 학교에서 구입하는 물건：①포켓 ポケット노래집「みんなの歌 
うた 

」 (민나노 우타)、②건강수첩、체육독본(体育 
たいいく 

読本 
どくほん 

)（１학년부터）, 리코더（신청서 첨부） 

＊ ③5학년 또는６학년 사회과 자료집 

＊ ※는 학교에서 준비 또는 신청 가능하지만, 시기에 좌우되므로 개인적으로 구입 할 경우가 있습니다.（백화점의 악기 판매점등） 

＊노트에 관해서는 각학년에 따라 규칙이 다릅니다. 담임 선생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평성21 년 내용 확인 

１학년 ２학년 ３학년 ４학년 ５학년 ６학년 

국어 펠트펜、네임펜 

노트 

노트 서예도구세트 서예도구세트 서예도구세트 서예도구세트 

산수 노트 노트 삼각자、콤파스 삼각자、콤파스 

각도기、자 

삼각자、콤파스 

각도기、자 

삼각자、콤파스 

각도기、자 

이과 

사회 

생

활

과 

화분※ 

생

활

과 

화분 

（1학기） 
1 학년생사용물 

지도 사회과 자료집 사회과 자료집 

음악 

건반하모니카호스(吹 
ふ 

き口 
くち 

) 건반하모니카호스(吹 
ふ 

き口 
くち 

) 소프라노 리코더、 

바로크식Ｂ ※ 

소프라노 리코더、 

바로크식 Ｂ 

소프라노 리코더、 

아르토 리코더 
(둘다 바로크식Ｂ) 

소프라노리코더、 

아르토리코드 
(둘다 바로크식Ｂ) 

공작 

図工 
ずこう 

크레파스、색연필、풀、가위、스카치테잎、본드、호치키스、 

색종이、그림도구세트 

그림도구세트 그림도구세트 그림도구세트 

조각도 

그림도구세트 

조각도 

그림도구세트 

조각도 

체육 체육복상하、빨간색 모자、줄넘기 

수영복（여름） 

１학년과 동일 １학년과 동일 １학년과 동일 １학년과 동일 １학년과 동일 

생활 

용품 

방재두건、실내화、연락장、냅프킨、가방、실내화가방、 

급식용 마스크, 체육복 가방、 

도구함（23×33 가량） 

도구함내용 

(가위、풀、색연필、호치키스、 

색종이,스카치테잎등） 

１학년과 동일 

１학년과 동일 １학년과 동일 １학년과 동일 １학년과 동일 

가

정

과 

재봉도구 ※ 

가위、바늘、실 

가

정

과 

재봉도구 

가위、바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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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② 학교 건강진단 조사 항목 및 실시 학년 

항목 초등학교 중학교 

１

학년 

２

학년 

３ 

학년 

４

학년 

５

학년 

６

학년 

１

학년 

２

학년 

３

학년 

신장 

체중 

않은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력 

◎ ◎ ◎ ◎ ◎ ◎ ◎ ◎ ◎ 

색각 

◎ 

청력 

◎ ◎ ◎ ◎ ◎ ◎ 

안과 

◎ ◎ ◎ ◎ ◎ ◎ ◎ ◎ ◎ 

이비과 

◎ ◎ 

내과 

◎ ◎ ◎ ◎ ◎ ◎ ◎ ◎ ◎ 

치과 

◎ ◎ ◎ ◎ ◎ ◎ ◎ ◎ ◎ 

결핵 

검진 

◎ ○ ○ ○ ○ ○ ◎ ○ 

심전도 

＊ 

◎ ○ ◎ 

소변 

◎ ◎ ◎ ◎ ◎ ◎ ◎ ◎ ◎ 

기생충 

◎ ◎ ◎ 

◎전원실시 ○대상자만 실시 

＊심전도의 2 학년 대상자는 ,1 학년때 결석한 학생에 한함 

헤이세이 21 년（2009 년）확인



よ ばうせっ しゅ  せっしゅ ねんれい せっしゆ  かんかく

こどもの予防接種 (接種する年齢と接種の間隔)
Vaccinations for
and rest‐period

Ch‖dren・age

【お問い合わせ】健康づくり係 TEL 045-9782438～ 2441

●接種対象年齢と標準の接種年齢

予防接種は接種対象年齢であれば、無料で受けることが可能ですが、できる限り標準の接

種年齢で接種することをお勧めしていま魂

Ovaccinatlon age and standard vacOination

age

Ch‖dren can receive a vaccinaton during

the perOd of vaccination age, though we

recommend to let them vaccinated at the

standard age

EE]鸞お【 ラ‰字睦種醐
recommended age(Standard vaccination age/

□
無料で受けられる年齢 *]
(法律で定められている接種対象年齢)

The age of free vaccinations*1

(VaCCination age designated by laヽv)Tlle circled number represents the necessary times of vaccinations)

無14で受けられる年齢

例えば'生後3か 月～90か 月未満Jとは 3か 月になった日の当日から90か 月になる日の前日までを指します。

the age of free vaccinat ons

The age per od from three months to nine months means the per od starts at the 90th day and ends at one day beiore the 270th day

:言 曾: :: 苫量 る営 烏言 螢: 畠: 8: 晨言島詈 ::β:霞言拶言ξ嘗馘言曽詈 擬言ξ:ξ[ 檸
三種混合/●PhheiaPem●si10u§

1期初回/nt a shot

l期追力員/nLia boo.ter

*2 麻しんは感染力が強く重症化することがあるので 生後12か月を過ぎたらボ
リオに優先して 麻しん風しん混合ワクチンを受けましょう

*2 Meas es are h gh y conta9 ous so we stron9 y recommend to ld
chlden vacanatd as soon as they turn to be]2 months od

*3 乳幼児|ま結核に対する抵抗力が弱いので 生俸 か月を過ぎたらなるべく早く受けること

が重要で■

*3 8ab es have ess res iance to tubercu os s「BI sO We recommend O let
bab es o(90 months o d and over vacc nated

二 種 混 合 /DP

H  期

*2麻 しん風しん混合/
Mees es Rubela comb ned

l 期

1 期

1 期

IV  期

日 本 脳 炎 /

Japanese Encephali s

l期 初 回

1期 追 カロ

‖  期

ポリオ/Po yomyelt s

●他の予防接種との間隔

予防接種を安全に受けるためには、次のような間隔が必要で丸 ただし、同一ワクチンで

2回 以上接種の必要なものについては、それぞれの接種項目の間隔になります。

●Rest period between vaccinations

in order to sarely vaccinate your ch‖d, it is

important to fo‖ow the recommended rest

per od between vaccinations

Depending on the vaccinat ons, the rest

period var es Please refer to the schedule

of each vaccination

他の予防接種との間隔は?

前にうけた予防接種    間   隔

X三 種混合(二種混合)と三種混合(二種混合)は20日 間以上あけてください。

9」翫1鵠。n  Re,Pelod  戦
煎hmon

'DPT should not be repeated、vthin 20 days



りL童預防接神 (預防接神的
年齢和接神的同隔)
●接紳対象的年齢和椋准接神年齢

只要在預防接神対象年齢 内的嬰幼りし,都 可

以接受免奏接神。清尽可能在祢准的接神年

始内接神。

回塞』撃乱ξi壁呵 ξ麗虐奮禦″
脚    □

Edad recomendable(Edad normal para la vacuna′

n6mero con cfrculo sign iica la cani dad de veces de la vacuna

VACUNAS PREVENTiVAS
(EDAD PARA VACUNAR E
INTERVALO)

●Edad correspondiente y edad recomend―

able para recib rla vacuna

Es gratis la vacunaci6n  si se recibe

durante la edad correspondiente sin

embargo se les aconsela vacunarse en

la edad recomendable

可以免菱接神的年蛉 *l (法 律規定的菰防接神対象年蛉)

早星Ol対望詈 +摯 =り 雪 *1(響 智0星 智副 型 g∃ )

Edad en que se puede recib「grat s
*1(Edad correspondiente para la vacuna establecida pOrla ley)

日

憫
躍
　

咽

を召)

早三q州

召舎警

*]可 以免菱接rl的年蛉

例如 「出生3企月后―未満9企月J是 指第3企月的第一天升始到満90企月的前一天力止.
*]早 三●月 暫詈 今 以=Jき

q言 言9「 想亭3フ‖留～90フ‖讐口JJ O己|■ 癸=,3フ‖讐OJ冒 旱目 90フ‖置0'フ 型冒″1天詈 暫 Jし EI

*l  Edad en que se puede recib r gratis por●:3 meses haSa antes de cumpl,90 meses

signfica desde eldia que cumpla 3 meses hasta l dfa antes que cumpla 90 meses

:P
月く

４

歳

ω
ｏ
コ
ｏ
●

３

歳

２

歳 〕量黒i3 ９

川

９

歳

８

歳
７

川

７

歳
‐０

歳
セ
歳

“
利

‐６
歳

‐５

利

‐５

歳
●
利

‐４
歳

‐３

利

‐３

歳

三和混合′3香喜J′Vacuna tip e

第一蛎勁次J'杢i/1a tz`J I"1∞ o

第一嬌追加J烈キ
'1/助

cuno`e“1崚m

二神混合′2吾2'ソVa(una doЫ=

第二期/2フレ pe■ odo

*2麻 疹風疹混合′=曽 =J喜 ]
V調田m,ねoe mはm n̈γ刊晩da

第一期/]フレ peri00o

第二期/2フレ periodo

第二期/3フレⅢ pe●odo

第四期/4フレ V perodo

乙型田炎′警暑¬管だnc・dis l"neSa

第一期初茨′11=J/1,"zoJ I貯 |“o

第―場鳩力11'||'ア,“unate Ju,「
“̀ o

第二期/2フ ′|l periodo

小′し麻携症′吾a21Pabmね lis

*2青
58撃陛戯ま三菱l』晶:塾鼎

叫型亭柁刺コ対■川●=剌雪
*2 E sarampOn os muy coo●9o‐ y puede resular moy 9rae p。「。sta r″On recban a

興●llりL対結核病菌的機抗力猥弱 出生3●月以肩 泣該尽早縦神■介首
♀。|'[塾 報01引 OI利利き■O 摯も|フ 叫=IJ早 3'1包O スし1月ヨ 今 鰍ユJ瞥 2
暫=茨 O番 ■普し二|

Es muy lmponante rec O「a BGC en cuanto cumpa os e meses po“。e os beb6s

●与其他預防接神的同隔

力了保証預防接神的安全,如 下的lll同同隔

是必要的。但是,在 同一神疫苗必須接受 2

回以上接神的情況下,要 按照各紳疫苗所規

定的吋同同隔遊行。

●[1尋 ql瞥召舎工lg a召
q瞥 雹舎詈 世■61列 世フ ♀う‖州讐,
EI呂ユ1型 ♀ を401■ 9書 しに|

口1世,暑留J針 」0三 2● 0を 召舎O

型2■ 裂q E‖ |‖州讐 計4■ 吾]暑 2

を召0

留Ω●卜刻 Jし 匡|

●Perfodo de intervalo con otras vacunas

/ヽacunas que se pueden recibir son la

vacuna doble, tr ple, sarampi6n y rub6ola

Cada cFnica u hospital tiene su horaro de

denci6n, oonsulte por telёfOno antes de

asistin

馴 詔“
 nё 祠°

霧需
m

前一回的n防 接神   可 隔
 ¨

*三仲提叙 二神混合)和三神混含 (二仲,品合)
的注射司隔ll同是20大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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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⑤ 점포 안내 

이 책자에 소개된 물건들은 어디에서 살수 있나요? 
아오바구,츠즈키구 ,미도리구에 있는 슈퍼,백화점등을소개. 

① 도큐 아자미노역 주변 

도큐 스토아 아자미노점（東急 
とうきゅう 

ストアあざみ野店） 

아오바구 아자미노 2-1-1 

TEL：045-902-0109 

취급상품 

체조복, 걸레,학용품,실내화, 통학용신발, 수영복, 보사이즈낀(방재두건), 급식 주머니, 젓가락,컵 

② 도큐 다마프라자역 주변 

다마프라자 도큐（たまプラーザ東急 
とうきゅう 

） 

아오바구 우츠쿠시가오 1-7 

TEL：045-903-2211(대표) 
취급상품 

체조복, 걸레,학용품,실내화, 

통학용신발, 급식 주머니, 젓가락, 

컵, 란도셀( 책가방) 

이도요카도 다마프라자점（イトーヨーカ堂 
どう 

たまプラーザ店） 

아오바구 우츠쿠시가오카 1 쵸메 

TEL： 045-901-9311 

취급상품 

체조복, 걸레,학용품,실내화, 통학용신발, 수영복, 보사이즈낀（방재두건）, 급식 주머니, 젓가락, 컵, 

란도셀（책가방） 

③ 도큐 타나역 주변 

파시오스 타나점（パシオス田奈店 
た な て ん 

） 

아오바구 타나쵸４６-８ 후드원 타나점２층 

취급상품 

체조복, 걸레, 학용품, 실내화, 통학용신발, 수영복, 

보사이즈낀(방재두건), 급식 주머니, 젓가락, 컵, 

란도셀( 책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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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큐・JR 나가츠다역 주변 

아피타 나가츠다점（アピタ長津田店） 

미도리구 나가츠다 미나미다이 4 쵸메７１ 

TEL：045-989-0511 

취급상품 

체조복, 걸레,학용품,실내화, 통학용신발, 수영복, 

보사이즈낀(방재두건), 급식 주머니, 젓가락, 컵, 

란도셀( 책가방) 

마루에츠 나가츠다점（マルエツ長津田店） 

미도리구 나가츠다 4-10-30 

TEL：045-981-2135 

취급상품 

체조복, 걸레,학용품,실내화, 통학용신발, 수영복, 

보사이즈낀(방재두건), 급식 주머니, 젓가락, 컵, 

란도셀( 책가방) 

⑤ 요코하마시 지하철 센터기타역 주변 

츠즈키한큐（都筑阪急） 

츠즈키구 나카가와 츄오 1 쵸메 31-1-1 

TEL：045-914-1111 

취급상품 

체조복, 걸레, 학용품, 실내화, 통학용신발, 수영복, 

보사이즈낀(방재두건), 급식 주머니, 젓가락, 컵, 

란도셀( 책가방) 

⑥ 요코하마시 지하철 센터미나미역 주변 

고호쿠 도큐(港北東急) 

츠즈키구 지가사키 츄오 5 

TEL：045-914-5111 

취급상품 

체조복, 걸레, 학용품, 실내화, 통학용신발, 수영복, 

보사이즈낀(방재두건), 급식 주머니, 젓가락, 컵, 

란도셀( 책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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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아오바 국제교류라운지 학교지원사업 

학교와 보육원 그리고 가정을 연결하는 

「스쿨 커뮤니케이션 서포터 (SCS)」 

스쿨 커뮤니케이션 서포터 (SCS) 는 

「학교•보육원(담임선생 등)과 외국인 가정(외국인 생도의 보호자)의 파이프역활」통해서 학교에서의 

정보(알림의 편지. 안내 통지문등)를 전하고, 가정으로부터의 응답(의견•요망)을 학교로 전달하여, 
쌍방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통역볼란티어입니다. 자택에서의 통역•번역 뿐만아니라 

학교로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CS의 역활• 시스템 

SCS 파견 대상 SCS(스쿨 커뮤니케이션 서포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아오바지역의 초•중학교.•보육원등 

※ 학교•보육원에서 라운지로 이용에 대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SCS 란 아오바라운지의 어학볼란티어 등록자로, 연수를 받은SCS 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계속적으로 동일한 가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타가로그어, 영어, 포르투칼어는 SCS 등록 있음) 

이용기간 1년간(갱신) 

이용 경비 보호자•학교 의 경비 부담은 없습니다. 

문 의 처 ・横浜市青葉区国際交流ﾗｳﾝｼﾞ 

TEL：045-989-5266 FAX：045-982-0701 

9;00〜21;00 일•축일은 9;00〜17;00  (제 4일요일은 휴관) 

학교•보육원(담임선생등)) 외국인아동•생도의 가정 

학교의 통지문등 

가정에서의 응답등 

학교•보육원 요청 

(전화 팩스) 

전화•팩스로 

가정에 연락 

SCS의자택 

서류내용을 통역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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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오세요 아오바구에 전입의 지침서 (귀국 아동, 외국인 아동을 위해) 

초판 헤이세이 13 년(2001 년) 1 월 

제 2 판 헤이세이 13 년(2001 년) 2 월 

제 3 판 헤이세이 13 년 ( 2001 년) 7 월 

제 4 판 헤이세이 14 년 ( 2002 년) 7 월 

제 5 판 헤이세이 17 년 (2005 년) 6 월(7 월 개정) 
제 6 판 헤이세이 22 년( 2010 년) 3 월(한국, 조선어판 작성) 

요코하마시 아오바 국제교류 라운지 

해외생활정보제공 자원봉사 

귀국아동전입 지침서 프로젝트 그룹 

©요코하마시 아오바 국제교류 라운지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타나쵸 76 아오바구 구민 교류 센터내 
tel：045-989-5266 
fax：045-982-0701 

URL：http://home.h00.itscom.net/aobalnge/ 

E-mai l： aobalounge@a00.itscom.net 

©본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전용함을 금지합니다. 

참고문헌 별지 ① 요코하마시립 에다니시 초등학교 학년별 학용품 일람표 

별지 ② 요코하마시 초등학교 기준 

별지 ③ 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예방 접종제도」 2009 년 4 월 갱신 

별지 ④ 요코하마시립 타나 초등학교 

풍수해의 「 경보 」발표시 아동의 안전확보에 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