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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온 학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서포트 
 
 

 SenTIA 외국인 어린이 서포트센터 상담데스크 022-268-6260                    

외국인 어린이가 센다이 시내의 학교에 입학・편입학 할 때, 코디네이터 및 통역을 

파견하여 수속 및 학교생활・학습 어드바이스를 해드립니다. 

어린이가 다니게 될 학교에는 받아들이기 위한 어드바이스 및 일본어 학습교재・외국어 

교재의 대출을 해드립니다. 

 

주소：센다이시 아오바구 이치반초 3-3-20 히가시니혼 후도산 센다이 이치반초 빌딩 6층  

접수시간：월～금 9：00～17：30 

 

 외국인 자녀를 위한 지도협력자 파견사업                     

센다이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초 ・ 중학생을 위해서 학교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일본어 지도와 일본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알 수 있도록 서포트 합니다. 

1 회의 서포트는 2 시간, 최대 30 회입니다.  

 

신청：우선은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MIA 외국국적의 어린이 서포터 파견」을 이용하면, 추가로 10 회 파견이 가능합니 

다.  

 

 MIA 외국 국적 어린이 서포트센터（미야기현 국제화협회 내）022-275-3796  

외국 국적의 아동 학생을 위해서 일본어 학습 및 교과학습을 지원하는 서포터를 

학교에 파견하는 일 외에 일본어 지도교재・교과 지도교재의 대출, 입학・진학에 관련한 

상담 대응 등을 실시합니다.  

 

주소：센다이시 아오바구 츠츠미도리 아마미야마치 4-17 미야기현 센다이 합동청사 7F  

접수시간：월～금 8：30～17：15 

 

 센다이 국제센터 상담 카운터＆통역 서포트 전화 022-224-1919             

학교에서 받은 서류를 읽을 수 없을 때, 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시청에서 각종 수속에 관해서 상담하고 싶을 때, 센다이 국제센터에서 상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역 서포트 전화」를 이용하면, 영어・중국어・한국어・타갈로그어・포르투갈어・

베트남어・네팔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카운터：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센다이 국제센터 내）에 있습니다. 

통역 서포트 전화：022-224-1919 

이용시간：매일 9：00～17：00（월 １～2 일간의 센다이 국제센터 휴관일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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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SIS 곁에서 도와주는 자원봉사자                          

일본어를 모르거나 일본 생활에 적응하기 전의 외국인을 위해서, 시민 그룹「외국인 

지원의 모임 OASIS(오아시스）」의 멤버가 도와드립니다. 

학교와 구약소 등에 함께 가서 통역을 합니다. 

통역언어는 쉬운 일본어, 영어, 중국어입니다. 

 

신청：센다이 국제센터 다문화공생센터 （022-265-2471）  

외국인 지원의 모임  OASIS HP：http://samidare.jp/oasis/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초・중학생을 위한 여름방학교실                

연 1 회 1 주일 동안 여름방학 기간중에,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함께  

배웁니다.  

자원봉사자가 일본어와 학교 공부를 서포트 합니다. 

 

장소：아오바구 중앙시민센터 （센다이시 아오바구 이치반초 2-1-4） 

개최일：매년 달라집니다. 센다이 관광국제협회(022-268-6260）로 연락주세요.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자녀와 부모님을 위한 진로 가이던스           

연 1 회 센다이 시내에서 고등학교 진학에 관련한 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선배와 학교 선생님들이 질문에 응합니다. 

대상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녀들과 부모입니다. 희망자에게는 통역도 

해드립니다.  

 

문의：개최일과 장소에 대해서는 센다이 관광국제협회(022-268-6260)로 

HP：http://shinro-miyagi.jimdo.com/ 

 

 

http://samidare.jp/oa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