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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 공동책자 발행에 대하여•

  
 

본 책자는 한국과 일본의 문해 기초교육활동의 실정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한국과 일본의 문해 기초교육에 대해 이러한 형식으로 양국의 상황에 맞춰 . ·
서술된 서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시도가 실현된 배경과 본 . 
책자의 의의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교류【 】
한국과 일본간의 문해를 테마로 한 교류는 세계문해의 해 인 년경부터 있1990　 「 」

었습니다 년에 . 1990 ASPBAE Asia South Pacific Bureau of Adult （
아시아남태평양성인교육협의회 가 주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Education : ）

문해와 평화교육 을 테마로 한 워크샵에서 문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
자 하는 아시아 각지의 실천가들과 연구자들이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일본과 한. 　
국에서 온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만나는 사. 
람들이 많았지만 그 만남에서 교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
니다 이 워크샵을 기획한 한 사람이었던 한국의 황종건선생님이 일본의 문해에 . 
관한 모리 미노루의 발표를 듣고 일본에 이러한 실천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습니「
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황종건 선생님은 리터러시 라는 영어를 . (literacy)」
문해 라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 」

인도네시아에서의 워크샵에서 공동세미나 개최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 라고 일컬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만날 기회가 없었. 「 」
지만 문해와 관련된 서로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년을 계기로 교류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 1990
다 이른바 세계문해의 해 가 한국과 일본의 문해 기초교육의 실천가들과 연구자. ·「 」
들을 연결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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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문해를 주요 테마로 한 일「 한사회교육공동세미나 를 매년 개최하」
게 됩니다 제 회 가 서울 제 회 가 오사카 제 회 가 대구 제. 1 (1991) , 2 (1992) , 3 (1993) , 4
회 가 가와사키에서 열립니다 회가 거듭되는 가운데 많은 성과와 드라마가 (1994) .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와 관련해서 소개하고 싶은 에피소드는 많이 있지만 여기에. 
서는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년경부터 교류가 있었다는 것입. 1990
니다 각각의 세미나에서는 실천현장으로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

그 뒤 더욱 현장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교류도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학. 
습자분들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야간중학교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문해 기초교육관계자가 일본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 ·
예를 들면 년에는 한국의 여러 조직들의 대표가 오사카를 방문 읽기쓰기 2016 , 「
교류회 라는 학습자 교류회에 참가함과 동시에 야간중학교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본 책자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교류가 시작된 것은 년부터입니다 토2017 .  
요타재단의 조성을 받아 일본과 한국의 문해 기초교육을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시·
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활동내용이 된 것은 서로간의 방문만이 아니었습니다. . 
각각상대방의 실천 활동과 정책 법률 등에 대해 함께 배우는 가운데 각각의 과제, , 
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또한 양국의 학습자가 교류해서 . 
공동선언을 작성하는 워크샵도 실시했습니다 년 월 일에는 한 일문해. 2019 9 27 ·「
학습자공동선언 을 발표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본 책자도 이러한 일환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긴 교류를 바탕으. 
로 서로의 실천활동을 정리한 서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년의 문해 기초교1990 ·
육을 둘러싼 첫 교류로부터 년 가까운 역사를 생각하면 감개가 무량합니다30 .

 

한국와 일본의 차이점과 공통점【 】
본 책자를 구성하는데 있어 몇몇 사항들이 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 

일본에는 언어의 문법적 체계가 비슷한 것과 함께 한자문화권에 있는 등 중요한 ,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 
있습니다 이 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문해와 일본어학습 문해와 한국어학습의 관계 차이, ① 
일본에서 문해 일본어학습과 한국에서의 문해 한국어학습 사이에는 여러 차, － －

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의 문해학습과 이민의 한. 
국어학습과 일본어학습 사이의 관계가 한국과 일본에서 다릅니다 이것은 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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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과 제도 정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문해는 문해로서 정책이 전개되는 , . 
반면 외국인의 한국어학습은 한국어학습으로서 법률도 제도와 정책이 각각 별도,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일본에서는 법률과 정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문해와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도 거의 없는데다 무엇보다도 이민정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을 위한 일본어학습을 촉진하는 정책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 
때문에 일본에서는 각 지역에서 현장에 맞게 만들어진 문해교실과 야간중학교에 
많은 이주외국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 
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년에 제정된 교육기회확보법. 2016 「 」
의무교육의 단계에서의 보통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기회의 확보등에 관한 법률 의 (「 」

약칭 에 의해 종식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는 면조차 있습니다 년 월에는) . 2019 6
일본어교육추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념뿐인 법률이 적지 않지만 . 「 」

민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이 법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법률에 의해 문해활동이 촉진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법률에 

얽매여 진학 촉진 등을 강요하는 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 「 」
조건정비가 늦어지고 있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가 명확해 진다면 서로 자국의 특성과 과제가 알기 쉬울 것입니다, .

 
문해운동에 있어서의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위치② 

일본과 한국이 서로 또 다른 점의 하나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과의 관계입니다. 
한국에서는 문해교실을 졸업해서 학교교육에 진학하는 것이 장려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옳고 그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도적으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교육에서도 평생교육에서도 전문적인 .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스타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관계가 약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일. 
본에서는 야간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주로 공무원으로 채용된 교사들입니
다 한편으로 평생교육에서 학습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시민 자원봉사자입니. 
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교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 
가 미성숙한 점도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존재의의를 찾고자 일본어를 가르「
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야간중학. , 」
교 교사 분들도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채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성인 
학습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나쁘게 보자면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을 하는. 
데 그치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장에서 학습. 
자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의 틀을 뛰어넘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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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 
않은 것과 관련해서 좋은 면이 생겨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존재로서의 재일한국인의 적극적인 자리매김③ 
또 한 가지 일한관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피차별부락의 문해운동과 재일한국인을 주요 . 
학습자로 하는 야간중학교라는 두 집단이 문해운동을 주로 이끌어 왔습니다 피차. 
별부락측이 평생교육중심이고 재일한국인측이 야간중학교라고 하는 학교교육 중, 
심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일한국인의 존재는 일본에 의한 조선침략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른바 재일한국인들은 문해운동이라는 면에서도 일본과 한국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한의 문해활동을 논하는데 . 
있어 재일한국인이 양국을 연결해 주는 존재로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
습니다.

학습자의 주체에 주목한다면 일본에서는 피차별부락과 재일한국인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뉴커머의 문해 일본어학습 장애인의 문해학습 아이누민족의 아이누어, , ·
학습 등등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피차별부. 
락과 재일한국인의 문해운동과 관련 지워 전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 
이 점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확대와 발전도 부락과 재일한국인 특히 , 
재일한국인의 학습지원을 생각하는 것에 의해 생성되기 쉬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본 책자의 특징【 】
본 책자의 첫 번째 특징은 이상과 같은 교류를 바탕으로 각각의 실천과 연구에 

참여한 멤버들이 집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본과 한국의 교류. 
에 입각해서 각각의 원고는 역사 제도 정책 현장 실천 등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 , , 
작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책자가 현장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하자 는 생 「 」

각을 가지고 집필에 임한 것입니다 각 국의 실천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 
자신들의 실천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논점을 명확히 하거나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보다 알기 쉽게 하　



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국가로부터 . 
배움으로써 각 나라의 정책과 실천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 책자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온전히 독자 여
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라 일컬어져 왔. 「 」
던 양국이 서로 다가와 역사를 공유하고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가는 하나의 계기
가 되길 바랍니다.

번역 김윤정 수도대학도쿄 ( )：



우에스기 타카미치 교토대학 명예교수(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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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최소의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을 몸
에 익히고 그 후 보다 높은 수준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것은 어. 
린 시절에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성인이 되고 난 후라도 인권으로
써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유엔에서도 채택되어 성인기초교육으로 인식되어 있다. . 

년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인권규약 년 국내 발효에서도 교육에 대한 권리로1966 (1979 )
써 기초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 또는 그 모든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던 ‘
사람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또는 강화되는 것 을 명기하고 있다’ .

기초교육은 그 보장을 위해 의무교육으로써 자리 잡고 있다 년 공포된 일본국 . 1946
헌법 제 조는 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26 2 ‘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 의무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
다 보호자의 의무로 되어 있지만 제 조 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 , 26 1 ‘
따라 그 능력에 알맞게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 
권리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기초교육으로써 읽기 쓰기 주판 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외로 기초적인 ‘ ’ , 
사회 자연 예술 체육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초등교, , , 
육이 의무교육으로 되었다 년 이후는 전기중등교육기관인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 1947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적지 . 
않다 차별 전쟁 질병 장애 경제적 빈곤 식민지 정책 등으로 인해 제 차 세계대전 . , , , , , 2
이전과 전쟁중 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혼란 속에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 
있고 오늘날에도 다양한 이유로 등교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

일본의 의무교육에서는 학령기에 학교에서 배웠다는 전제하에 학령기를 넘은 사람들
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중에서도 당초 낮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열린 중. 
학교 야간학급 야간중학교에서 배울 것을 요구하는 성인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에 부( )
응하는 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기초교육의 보장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는 재일한국인도 . 
많았고 점차 중국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자의 노동, , , , , 
력이 필요함에 따라 그들이 일본에서 일하면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오랫동안 중학. 
교 야간학급에서 성인의 수용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도 관계자의 요청도 있어 최근에야 
겨우 이를 인정하고 년에는 의원입법을 통해 의무교육 단계에서 일반교육에 상2016 ‘
당하는 교육 기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이 성립되어 국적 나이를 불문하고 배울 수 ’ , , 
있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학습능력을 키우지 않는 상태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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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도 허가하였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이후 국가가 국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교 취학을 유도( ) 明治

시키고 학교를 거치지 않아도 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구조적 조치에 신중을 기
하였다 또한 의무교육에 있어서는 발족 당시는 차치하고 그 후 취학률을 높이기 위해 . 
특히 진급할 때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적었고 학력과 출석률이 낮은 상태에서도 연령, 
에 따라 학년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거기에는 연령체계에 의미를 두고 평준. 
화 의식이 강하게 작용되었다 따라서 제 차 세계대전 후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부. 2
터는 성인 기초교육도 초등학교가 아니라 의무교육의 최종 학교인 중학교에서 초등학
교 수준의 기초교육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설비면에서도 어른에 가까운 연령의 사. 
람을 위한 설비 및 교육 내용이 갖추어져 있는 중학교가 성인에게 있어서도 배우기 쉬
운 면이 있다.

그 때까지 공립 야간중학교의 설치가 도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지에 자주야간
중학교가 결성되어 기초교육을 실천함과 동시에 공립 야간중학교의 설치를 요구하기 , 
위한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년대 중반 이후 문해에 . 1950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치 문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책을 취해 왔지만, 
문해학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실제로 적지 않은 숫자로 존재했다 피차별부락 사람, 
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문해학습장이 점차 넓어지고 재일외국인이나 장
애인 등의 학습 참가도 증가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일본어 학습을 필요로 하는 신규 . 
이주민들뉴커머 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일본어 학습도 전개되었다 이것은 사회교육 ( ) . 
분야로써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지원이 부족한 곳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초교육 실천을 지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야간중학교연구회와 같은 조직이 있고 오사카 처럼 야간중학교를 . , ( )大阪
포함하여 문해 일본어연락회를 형성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다양한 기초교육을 종합적, 
으로 운영하는 전국적인 조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중학교 문해교육 각 지역에. , , 
서 교육하는 일본어 외국인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 , , , , 
평생교육 장애인의 기초교육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 유네스코 지자체 등의 관계, , NPO 
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년 기초교육보장학회가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연구자 교, 2016 . , 
사 학습자 지원자 학생들이 모여 실천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네트워, , 
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년에는 학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토요타재단 국제조성 프로그2017 , 
램에 약동하는 아시아에서의 기초교육 보장을 위한 공동 탐구 네트워크 구축 을 테마‘ ’
로 응모하여 채택되었다 이것은 한일 양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학교교육제도. 
도 갖추어져 있으면서 전쟁 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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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온 이주민들의 기초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교재, , 
교사양성과 연수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실천 연구 정책을 연결하는 조직 편성의 방, , 
향성을 공동으로 모색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 
기초교육 보장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한일 교류를 진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양국이 각자의 기초교육 보장의 . 
현황과 과제를 정리한 소책자를 만들어 번역함으로써 서로의 식견을 높이 하기로 하였
다.

이 책자에서는 먼저 일본의 기초교육 특히 성인 기초교육으로 발전되고 있는 야간, 
중학교 문해학급 일본어 교실 등에 대한 동향을 다룬, , 
다 그것을 배경으로 의무교육의 보장이 불충분한 상. 
황 속에서 성인기초교육으로써의 야간중학교와 문해학
급 등이 요구되어 온 것 또한 노동 정책과의 관계로 , 
신규 이주민들 뉴커머 이 증가하여 일본어 교실도 필요( )
해짐에 따라 문해교육이 주목받는 사례가 많아졌다. 
따라서 끝으로 일본의 의무교육 역사에 대해 서술하고 
기초교육 보장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 국제적으로. 
도 교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가 의문시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교육의 보장은 교육에 대한 권리의 ,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중시되며 
인권존중의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가와라 치에미 오사카시립대학대학원 모리 미노루 오사카교육대학( ), ( )

                                                                                                                                                            피차별부락
문해운동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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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일본 문해운동의 주축은 피차별부락의 문해운동과 재일한국인 특히 세 여성분들이 1
많이 다녔던 야간중학교이다 이 장에서는 피차별부락의 문해운동의 동향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제 절에서는 피차별부락의 문해운동의 역사를 간락히 소개한다 제 절에서는 피차. Ⅰ Ⅱ
별부락의 문해운동에서 중시해 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논한다 그것은 파울로 프레이. 
리1)가 논해 왔던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즉 동료들과 함께 생활과 연결해서 생활. 
과 성정과정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배우는 것이었다 제 절에서는 오사카 에 있는 . ( )大阪Ⅲ
문해 일본어활동에 대해 소개한다 오사카는 일본국내에서 문해일본어활동과 연계하여 . 
시민운동이 전개되었고 행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지역 중 하나이다 오사카에서는 . 
문해 일본어센터도 개설되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제 절에서는 더욱 오사카 시내의 . Ⅳ
문해교실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현장에 가까운 활동 모습을 소개한다 제 절에서는 . Ⅴ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앞으로의 피차별부락의 문해운동의 과제에 대해 
논한다.  

피차별부락에서의 문해운동의 전개. Ⅰ

  일본에서는 제 차 세계대전 전부터 노동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기회가 주어2
졌다 하지만 현재의 문해활동과도 통용되는 활동은 제 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2 . 
일본에서 문해운동을 해 온 것은 피차별부락의 사람들과 재일한국인이었다 여기에서. 
는 피차별부락의 문해운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피차별부락의 문해운동1. 

피차별부락은 년의 메이지유신 이전부터 있었던 신분차별이 메이지 이후에도 1867
지속되어 온 지역을 말한다 일본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이 차별은 존속되어 왔다. . 

1) Paulo Freire 피억압자의 교육학 아키서방 년,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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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자본주의가 차별을 이용해 온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취직과 결혼 등 인생의 . 
중요한 국면에서 피차별부락의 사람들은 주류사회에서 배제되어 왔다 제 차 세계대전. 2
이 끝나고 나서도 차별은 계속되었고 그러한 영향 속에서 삶을 꾸려왔다 이러한 차별. 
을 받아온 지역을 일본정부와 지자체는 동화지구 로 행정적 용어로 불렀다‘ ( )’ . 同和地區
여기서는 주로 피차별부락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피차별부락 부락으로 약칭 이라는 . ( )
개념이 역사학과 사회학 등 사회과학 용어로써 정착했기 때문이다 행정과 관련된 기. 
술의 경우에서만 동화지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피차별부락의 문해운동은 년대에 후쿠오카현 치쿠호 지역에서 처음1960 ( )福岡縣筑豊
으로 시작되었다 부락의 문해운동의 시작은 년 월에 후쿠오카현 유쿠하시시에. 1963 12
서 열렸던 개척학교 라고 알려져 왔다 년에 후쿠오카현 내에 있는 지역의 부락‘ ’ . 1963
해방동맹이 부락해방운동 이하 해방운동 의 강령을 학습하는 것을 실시했다 당시의 ( , ) . 
상황을 호리우치 타다시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堀 忠内

그 학습회에서 해방운동의 활동가라고 불리는 분들의 대부분이 강령을 읽을 수 없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사와 동연동화교육연구협의회 인용자 . ( : 
주 이 나설 차례입니다 강령을 읽을 수 없다면 글을 알지 못 하는 사람들을 모아 글) . 
공부를 시작하자고 해서 두 군데에서 글을 배우는 학습회를 개최했습니다.

호리우치( (2002) pp.13-14)

이렇게 해서 개척학교라는 이름의 문해교실이 열리게 된 것이다 자신들의 생활과 .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더 나아가서는 광해 투쟁 행정투쟁( )鑛害
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이론을 몸에 익히기 위한 문자획득의 장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개척학교에서의 활동은 그 후 후쿠오카에서 해방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교사와 지역의 
부락해방동맹원들이 참가한 연수회와 연구회 등에서 보고되었다 그 보고를 듣고 문해. 
운동의 필요성을 느낀 학교교사와 피차별부락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 의해 치쿠호( )筑豊
탄광지대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다.

당시 탄광지대를 중심으로 한 후쿠오카의 해방운동은 광해투쟁 을 결집하는 축으로‘ ’
써 추진되었다 우치야마 카즈오 는 당시의 지역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 ( )山一雄内
고 있다.

석탄 합리화정책에 의한 광해실업빈곤 국가의 기민정책 하에서 떠나도 지옥 남아‘ , 
도 지옥 이라는 차별적 실태와 그것에 대한 투쟁 속에서 조직화 되는 부락해방운동 차’ , 
별의 현실과 운동을 통해 배우는 후쿠오카의 부락해방교육의 운동 

우치야마( (1981)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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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락해방운동과 문해운동은 그러한 지역적인 배경과 함께 넓리 퍼져나갔고 그 후 , 　
왜 자신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 자신들의 입장을 자각하고 사회에 되묻는 , 
운동으로 변용 해 갔다.

년 월 현재 피차별부락의 문해교실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교실이 후쿠오카1966 1 , 
의 타가와 우라노타니 에서 열렸다 이 교실은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 ) ( ) . 田川 浦 谷の 　
을 쫒아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학교교사와 글을 빼앗긴 어머니들의 만남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그 후 타가와에서의 실천은 후쿠오카현내로 확산되어 갔고 더 나아가 해방교. 　
육의 고취와 함께 년에 제정된 동화대책사업특별조치법 이하 동화대책사업 이 법1969 ( , )
적인 근거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일본에서는 문해율이 라고 일컬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차별부락에서100% . 
는 읽기쓰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까 피차별부락에서는 어렸을 때 학교를 .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 주된 원인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 
다 하나는 학교에 가도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위 아이들로부터 차별을 받았을 뿐. . 
만 아니라 교사들로부터도 차별받았다 또 하나는 그런 학교라도 가고 싶어도 갈 수 . 
없을 만큼 가난한 가정이 많아서 아이들이 집안일을 거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었
다 제 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그러한 상황은 계속되어 피차별부락 출신의 아동이나 . ２
중학생들의 장기결석과 미취학률은 각 지방자치체의 평균과 비교해 보면 몇 배나 높았
다 표 은 년 일본의 서쪽 지방의 나라현 의 장기결석 미취학아동과 중학. 1951 ( )奈良縣１
생의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표 장기결석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들의 개월 이상 결석자 조사 년1. 1 (1951 )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 수 장기결석자 % 아동 수 장기결석자 %

나라현 전체 45,816 2,293 5.0 96,839 796 0.8
동화지구 전체 3,314 1,149 34.7 7,826 603 7.7
비율 7.2% 50% 6.9% 8.1% 75.75% 9.6%

　나라현 동화문제연구소 밝아오는 사회( ‘ ’)

　　
이 표에서 말하는 장기결석이란 년간 개월 이상의 결석을 한 아이들을 말한다1 1 . 

초등학생의 경우 나라현 전체의 장기결석 아동이 에 그친데 비해 동화지구에서는 0.8%
나 된다 초등학교를 보면 동화지구에서의 장기결석율이 나라현 전체의 약 배7.7% . 10

가 된다 중학생의 경우 나라현 전체에서 장기결석 학생은 인데 비해 동화지구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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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나 된다 중학교에서의 동화지구 장기결석율은 나라현 전체의 배 정도이34.7% . 7
며 약 명중 명이 장기결석자이다 나카노 리쿠오 외 년 , 3 1 ( 2000 p.63).

치쿠호에서 시작된 문해운동은 그 후 전국각지의 피차별부락으로 확산되어 갔다. 
년에는 동화대책사업특별조치법이라는 피차별부락의 경제력 배양 주민생활의 1969 ‘ ,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사업이 시작된다 이것은 ’ . 　
여성차별철폐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에도 명기된 특별조치이며 차별의 악영향을 제거
하기 위한 시책이다 동화지구에 대해서는 환경개선과 주택건설 등 다양한 시책들이 . 
실시되었다 동화교육에 대해서도 여러 지원활동이 이루어졌다 동화지구의 아이들이 . . 
학교에서 안심하고 배울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거나 교사 배치수를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 교육지원 중에서 문해교실에 대한 보조사업도 명시됨으로써 피차별부. 
락의 문해운동의 확산도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이 동화대책사업은 년까지 계. 2002　
속되었으나 그 해에 법률도 종료되었다 덧붙여 말하면 일본에서의 동화교육. ‘ (同和敎

이라는 말과 일본의 한반도 침략기에 사용되었던 동화교육 이라는 말은 )’ ‘ ( )’育 同化敎育
각각 다른 뜻이다 동화교육 은 부락 차별을 없애는 교육 이라는 뜻으로 사용. ( ) ‘ ’同和敎育
됐던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후 일본의 문해 실태. ２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문해율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100%
이다 이 점은 일본정부의 조사에 의해서도 명확히 밝혀졌다 년과 년에 대. . 1948 1955
규모 문해능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년의 조사. 1948 2)는 전국 도도부현(都道

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년 조사는 년 조사에서 문해율이 가장 높았) , 1955 1948府縣
던 지역 중 하나였던 관동 지방과 가장 낮았던 지역의 하나였던 동북 지방에 ( ) ( )東 東北関
한해 자세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년 조사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청년들 중에 많게는1955  반수 적게는 의 , 10%
사람들이 충분한 읽기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장을 받
고 있다는 것이었다 년 조사는 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집합조사와 간. 1955 15-24 . 
단한 면접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자세한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이 조사는 나중에 유네스코 가 제장. (UNESCO)　
하는 기능문해라는 관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현재 동일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해. 
도 될만큼 우수한 조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읽기쓰기능력조사위원회 일본인의 읽기쓰기능력 도교대학출판부 년, 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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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최종 결과가 다음의 표 이다 이 표에 의하면 충분히 읽기쓰기 능력이 있2 . ‘
다 라고 판정된 것은 관동지역에서 동북지역에서는 였다 충분하지는 않지’ 6.1%, 2.1% . ‘
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 를 합쳐도 관동지역에서 동북지역’ 42.2%, 
에서는 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읽기쓰기 능력이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명확히 22.8% . ‘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관동지역에서 동북지역에서는 였다 거기에 ’ 9.5%, 15.7% .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꽤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 . 
이 중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도 포함된다는 항목을 포함하면 관동지’
역에서 동북지역에서는 에 이른다57.8%, 77.2% 3).　

표 능력의 단계표2. 

단계 관동지역(%) 동북지역(%)
충분히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1. 
에 없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자 6.1% 2.1%

충분하지는 않2. 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다고 인정되 
는 자 36.1% 20.7%

충분하지는 않3. 지만 일상생활에 꽤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 
다고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어 있다.

48.3% 61.5%

읽고 쓰는 능력이 없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명4. , 
확히 인정되는 자 9.5% 15.7%

이러한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년에 유네스코에 대한 보고에서 1961 　
일본에는 문해 문제는 없다 고 하였다 그 이후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문해 실태를 조‘ ’ . 
사하지 않았다 일본의 고교 진학률은 현재도 정도이다 나머지 중에는 자신. 98% . 2% 
의 의지로 진학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진학하고 싶어도 실력 부족. 
으로 인해 진학할 수 없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등교 거부 등으로 장기결석의  아동이나 학
생들이 많으며 그들은 배울 기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인 것이다, .

3) 문부성 국민의 읽기쓰기능력 년1961 , p.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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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등교 거부 아동3. 학생수의 추이

 

문부과학성 년도 아동학생의 문제행동과 등교 거부 등 학생 지도상의 제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속( : 2017 ‘ ’ (
보치) p.65)

만일 년에 실시된 조사 기준으로 현재의 읽기쓰기 능력을 조사한다고 하면 지1955
금도 아이들의 대부분은 충분한 읽기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정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일본의 문해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피차별부락의 문해운동에서 중시 해 온 것. Ⅱ

일본사회에서 문해운동을 이끌어 온 피차별부락의 문해교실에서는 어떠한 학습이 이
루어져 왔을까? 간단하게 학습의 장으로써 특징을 소개한 뒤 문해교실에서 중시해 온 
것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피차별부락의 문해교실의 운동의 방향성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명확해졌다 전국의 . 
문해교실과 마찬가지로 년 부락해방 제 회 전국부인집회에서 토의된 내용 자료1971 16 (
을 바탕으로 운동이 전개되게 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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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
부락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자신이 살아온 길을 1. . 　
명확히 하고 싶다 긴 역사 속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도 인간으로. 
서 열심히 살아온 그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됩니
다. 
그러한 인생을 통해 차별이란 무엇인가 왜 차별이 만들어졌는가 지금도 차별이 왜 2. , , 
있는 것인가를 밝혀 나갑시다 자신의 생활과 삶의 방식을 통해 차별의 본질과 그. 
것의 논리를 명확히 하면서 배워가고 싶습니다.
왜 글을 모르는가 그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시다 글을 알 권리를 빼앗긴 3. , . 
그 이유를 밝혀냅시다.
문해운동은 왜 생겨났는가 그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고 가정4. , , 
이 부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명확히 합시다 거기에서 해방의 길이 보일 거라고 , . 
생각합니다. 
문해운동의 방법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각 지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며 더 발전5. , 
시켜 나갑시다. 
문해운동에 의해 무엇보다도 자신이 놓여진 사회적인 입장을 자각하고 차별과 싸우6. 
고 해방운동으로 이어간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주목합시다, .
문해운동을 글쓰기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7. .
중국과 베트남 등의 문해운동의 국제적 경험도 배웁시다8. . 

부락해방 제 회 전국부인집회토론자료( 16 )

피차별부락의 문해교실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로 학습을 진행한다 큐슈1:1 . 
의 후쿠오카현에서 시작했을 때에는 명의 교사가 학습자인 어머니들을 학교( ) 1-2九州

에서처럼 전체수업 스타일로 가르쳤다 그 후 동화교육과 문해학습에 대한 의의를 이. , 
해하는 교직원들이 늘어갔다 교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른이 되어 문해교실에 다닐 .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은 교직원 자신들이 그들이 어렸을 때 교육을 보장하지 못 했
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문해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
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과도 상통된다 또 실제로 가서 가르쳐 보면 교직원으. 
로서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 교직원은 문해교실에서 알게 . 
되고 배운 것들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도 되살렸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 
래를 걱정하는 문해교실에 다니는 어머니들의 소원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문해교실은 , . 
교직원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배우는 장소로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또한 년부터 동화대책사업이 시작되면서 문해교실의 강사에 대한 사례비가 나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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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게 되면서 교직원들에게 수업을 부탁하기가 쉬워졌다 동화대책사업은 년에 끝. 2002
났지만 그 후에도 지방자치체에 따라서는 문해교실에 강사료 등의 예산을 지급하는 곳
도 적지 않다 문해교실에서 배우는 성인들이 있다는 것은 어렸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 
체가 교육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해교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 
지방자치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문해교실에 예산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체가 스스로 문. 
해교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또한 그 의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해교실은 주 회 시간 정도로 실시하고 있다 글을 읽고 쓰기를 익히는 것은 1 , 2-3 . 
효율적으로만 따지면 더 자주 교실을 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년경에 문해교실이 시작되었을 때는 학습자도 일과 자녀양육 때문에 바빴던 1970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직원들도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바빠서 매일 저녁 문해. 
교실로 가르치러 가는 것은 어려웠다 그래서 문해교실은 주 회 정도라는 것이 정착. 1
되었다 최근에는 학습자 중에 고령자가 늘어난 것을 반영해서 낮에 시민 자원봉자사. 
의 힘을 빌려 문해교실을 운영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 층은 변화해. 
도 일하면서 다니는 학습자도 많기 때문에 변함없이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다.

이러한 실천이 지향하는 것에는 국제적인 문해운동이 중시해 온 점들과 중복되는 것
이 있다 피차별부락의 문해교실의 실천 활동에서 중시 해 온 것들 세 가지를 말하겠. 
다.

배움은 생활 속에서① 
첫 번째는 생활 속에서 배운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글 때문에 어. 

려움을 겪었고 글 때문에 억울한 경험을 해 왔다 이것을 귀중한 교재로하여 학습한다. 
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피차별부락의 문해교실에 다니는 한 학습자는 예전에 근처에 있는 
역에 갔을 때 거기에서 서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 곳을 지나갈 때 . 
서명해 주세요 라는 말이 들렸다 하지만 그 학습자는 주소와 이름을 쓸 수 없었다‘ ’ . . 
그래서 벌써 버스가 왔네요 빨리 가야 해요 라고 말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그 ‘ . ’ .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실은 서명을 하고 싶었지만 이름과 주소를 . 
쓸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글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싫었. 
다 그래서 버스가 왔다 며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체험은 그 사람이 문해. ‘ ’ . 
교실에 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장을 보고 일을 하는 등 생활상 필요에 의해 오게 되었다는 분도 있다 동기는 다, . 
양하지만 문해교실에 오게 된 계기가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운 공통된 점이다 그것. 
으로부터 삶과 연결되는 학습방법을 하려는 생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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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쓰기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나와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고 ‘ ’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자신의 성장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학교에 가지 못했던 . 
배경에 부락차별 등 다양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학습자들은 어. 
렸을 때에 학습기회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고 아이들
을 길러왔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 
그러므로 배움을 통해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상생활과 성장과정을 통한 친구 만들기② 
두 번째는 일상생활과 성장과정을 통한 친구 만들기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 

피차별부락의 문해학습자들은 성장과정 중에 차별과 빈곤 미취학 등 비슷한 경험을 , 
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통하는 부분들을 교류하면서 친구 만들기를 한다 첫 번째에서 . . 
서술한 삶으로부터 배운다는 관점도 친구들과 함께 함으로써 가능했다 예를 들어 피. 
차별부락의 문해교실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성장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교류
하는 것을 중시해 왔다 매년 문집을 만들어서 학습자의 작품을 게재하는 것은 각 지. 
역의 문해교실에서 해 온 활동이다.

친구 만들기는 생활에 대해 쓴 작품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즐거운 활동을 통. 
한 친구 만들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면 가사 바꾸어 부르기가 있다 가사. . 
를 바꾸어 종이 연극을 만든다 각 학급에서 실시한 내용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함께 . 
창작활동과 표현활동 등을 하면서 친구 만들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 
된 것도 학습자들이 서로 공통된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사업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리하기 쉬울 것이다(social work) . 
사회사업은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커뮤니티워크(case work), (group work), 

애드보카시(community work), (Advocacy 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될 때)
가 많은데 문해교실 등은 전형적인 그룹 워크이다 즉 비슷한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 나간다 필요에 따라 애드보. 
카시로써 행정 등에 정책적인 조언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문해교실 강사는 교. 
사라기보다는 사회사업가 의 한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과 (social worker)
과제가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문해교실과 자신들과의 관계성에 대해 생각함 ③ 
세 번째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관계자들도 각자 자신과의 관계성을 추구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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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우러 온 사람도 가르치러 온 사람도 문해교실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 ‘ ’ , ‘ ’ , 
지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점이다. 

그것의 예로 편지 저녁노을이 아름답다 라는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년‘ - ’ . 1970
경에 쓰인 글이다 기타 다이이로 라는 분이 모리타 마스코 라는 해방. ( ) ( )北代色 森田益子
운동 활동가에게 보낸 편지이다4).   

‘저는 집이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 
지금 문해교실에서 배워서 ‘가나다라’는 대부분 외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가도 접수.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써 달라고 했었는데 스스로 써 보고 싶어서 써 봤습니다. 
간호사가 기타다이 씨라고 불러주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저녁 노을을 봐도 별로 아‘ ’ . 
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글을 배우고 나서는 정말로 아릅답다고 생각 느끼게 되
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간판을 주의 깊게 보면서 배운 글자를 발견하면 정말 기뻤습. 
니다 숫자도 알게 되어 슈퍼와 시장에 가는 것도 즐거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또 여관에 . . 
가도 방 번호를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창피를 당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열. 
심히 노력해서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년 더 살고 싶어졌습니다. 10 .

년 월 일 1973 2 28

기타다이 이로( ) 北代色
모리타 마스코 귀하( ) 森田益子

  
이 작품을 읽으면 글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문해교실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억울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에게 적 이 . , ‘ ’
되어버린 문자를 자기편 으로 바꾸어 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직원들도 나라‘ ’ . ‘
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대학을 나와서 교직원이 된 ’ . 
사람들은 어였을 때 글을 어떻게 해서 배웠는지 생각해 내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배웠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학습 방법으로 글을 익혔으면 배운 글을 가지고 
차별적인 낙서를 하는 것도 그리 괴로운 일은 아닐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배. 
운 글이기에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을지 모른다. 
한편으로 기타다이 씨처럼 문해교실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글을 배운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렇게 익힌 글을 사용하여 차별적인 낙서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 

4) International Taskforce on Literacyed. Words are what I’ve got.1991.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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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이처럼 문해교실을 통해 글을 익힌 사람이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자신에게 

있어서 글이란 무엇인가 차별이란 무엇인가 학교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 .

이렇게 보면 문해교실에서 중시하고 있는 것은 유네스코가 제창하고 있는 교육 목, 
표의 세 가지 영역과 겹쳐진다 유네스코는 교육 목표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기. . 
초적 스킬 과 문맥적 스킬 그리고 범용적 스킬(basic skill) (contextual skill), (generic 

이다 기초적 스킬이란 주로 읽기쓰기 계산을 가리킨다 문맥적 스킬이란 특정 직skill) . . 
업은 특정 생활 장면에 필요한 기술이다 범용적 스킬이란 인생의 어디에서나 필요한 . 
스킬이다 문해교육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기초적 스킬을 가리키는 것. 
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유네스코가 제창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는 항상 동시. 
에 습득한다는 것이다.

읽기쓰기를 배우는 것을 통해 읽기와 쓰기만을 배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락의 . 
문해교실에서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글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 해
결 방법과 삶의 의미 등을 배워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세 가지 목표를 스스로 추구해 . 
가는 경우이다 이에 반해 예를 들어 학습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을 무의. , 
미한 방법으로 배우게 된다면 글을 배우려는 의욕이 솟아나기 어렵다 배우는 것을 아, . 
예 포기하는 일도 발생한다 그것은 학습자에게 나는 글을 배우는 것을 할 수 없다 고 . ‘ ’
스스로에게 무력감을 안겨주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글은 나에게 있어서 적이다. ‘ '
라는 생각을 강화시키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오사카의 문해일본어운동. Ⅲ

일본의 문해운동 가운데 오사카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오사카 . 
지역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사카의 문해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학습자가 주체. 
가 되어 운동을 해 왔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학습자와 봉사자공동학습자 강사 학습파. ( , , 
트너 등으로 불린다와 대등한 관계를 만들기 쉬웠다 전체 문해운동 중에서도 피차별) . 
부락의 문해운동은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여기에서는 피차별부락을 중심으로 하면서 . 
조금 더 지역을 확장시켜 오카사의 문해 일본어운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오사카에서는 치쿠호의 문해운동에 배우면서 년대 중반부터 문해교실이 각지에1960
서 열리게 되었다 년 이후에는 오사카부 에 있는 개 가까운 거의 모든 . 1970 ( ) 50大阪府
피차별부락에서 문해교실이 개설되었다 그 후 년이상에 걸쳐 전국에 있는 피차별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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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년대 후반부터 년대가 되면 문해운동 야간중학교 일본어교실이라는 세 가1970 80 , , 

지 운동이 각각 운동 내부에서 교류를 확대해 갔다 피차별부락의 문해운동도 점차 발. 
전하여 피차별부락의 문해교실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일본어교실도 중국에서 귀국. 
한 사람들과 베트남 난민의 증가 필리핀 등에서 온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늘어나게 되, 
었다 각각의 분야에서 네트워크가 확산된 것은 년대경이다. 80 . 

년대에 들어서 이 네트워크는 확장되어 부락의 문해교실 야간중학교 일본어교1990 , , 
실 등의 틀을 넘어 교류가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문해운동이 활발해지면서 .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실천 활동 이외에도 부락출신이 아. 
닌 일본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읽기쓰기 교실도 공민관 등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들은 . 
전쟁과 빈곤 병 등으로 학교에 가지 못해 읽고 쓰기를 배우지 못 한 채 자녀 양육과 , 
가업을 맡아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년대의 오사카의 문해운동은 분야를 넘. 1990
어 서로 연계하게 된다. 

이렇게 상호간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세계 문해의 해 년 와 국제 문해 ‘ ’(1990 ) ‘
년 년 이다 년부터 오늘날까지 오사카의 다양한 문해운동과 학습10 (1991-2000 )’ . 1990

자의 연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국제 문해년 추진 오사카연락회 이하 오사카‘ (
연락회로 칭함 라는 단체이다 이 연락회의 중심이 된 것은 피차별부락의 문해운동과 )’ . 

야간중학교의 관계자들이다. 
오사카연락회는 년 월에 파울로 프레이리1989 8

를 오사카로 초청하여 결성집회를 열었다 그때 한 . 
피차별부락의 문해교실을 방문한 파울로 프레이리는 
자신이 추구해 온 해방의 문해 와 같은 활동이 오‘ ’
사카에 있다는 것을 알고 뷰티풀 데이 를 반복했‘ ’
다5). 

오사카연락회는 그 후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에 대, 
해 문해추진지침 을 책정하도록 요구했고 년에 오사카부와 시에서 이 지침을 책‘ ’ 1993
정하기에 이른다 국제 문해 년 이 종료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년 월까지 . ‘ 10 ’ 2001 3
오사카부내에 있는 곳의 지방자치체에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10 .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문해추진지침 에서 문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 ‘ ’
있다.

5) 국제 문해년 추진 오사카 연락회 오사카와의 대화 파울루 프레이리씨 오사카 방문-『

보고서 년1990 , p.43)』

프레이리�부처와� 문해�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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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읽기쓰기 능력과 거의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어 왔
지만 단순히 글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정의를 해둘 필요가 있다.
동화지구의 문해교실의 역사와 실천이 명확히 해 온 것이지만 비문해자를 내놓았‘ ’
던 배경에는 차별과 인권의 억압이 있으며 많은 문해교실 수강생들은 문해교실에 참, 
가하는 것을 통해 읽기쓰기를 몸에 익힘과 동시에 스스로의 사회적 입장을 자각하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립과 인권의 확립을 이루어왔다 무엇보다도 문해는 인간이 인간. 
으로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행위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다 문해 학습자가 읽기. 
쓰기 능력을 몸에 익혀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 스스로를 존경 할 수 있는 존재로써 자
각할 때 문해는 그 역할을 완전하게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해라는 사회의 , .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써 그 사회 자신을 보다 좋은 것으로 새로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일련의 지식 자질 기능 태도 능력 등 이들을 몸에 익혀가는 활동의 총체인 것이다, , , , . 
본 지침에서는 문해를 수화와 점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을 그 사회에 참여시키기 위
한 기본적 요소이며 인권에 관계되는 문제로 정의한다, .
오사카시 국제 문해년 추진회의 오사카시 문해시책 추진지침 년 ( ‘ ’ 1993 pp.3-4)

여기에는 피차별부락의 문해교실이 중시해 온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
년부터 매년 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지원을 받아 부락의 문해 야간중학1990 7 , , 

교 일본어교실 장애자의 문해교실 등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류회 , , 
모이자 읽기쓰기 친구들 이 개최되게 되었다 당시 오사카에는 부락의 문해교실이 ‘ ’ . 43
개 야간중학교가 개가 있었으며 년대부터 각각 내부적으로 교류를 이어왔다, 10 1980 . 
그러나 부락의 문해교실에서 배우는 사람들과 야간중학교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교류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모이자 읽기쓰기 친구들 은 영역을 뛰어넘는 최초의 교류의 장이. ‘ ’
었다 처음에는 교류를 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연수를 거듭하면서 서로 다른 특징. 
을 가지고 있으나 읽기쓰기 등에서 억울한 경험을 했다는 공통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교류에 장애인을 위한 문해교실 학습자와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도 참가하게 되었다 . 

년 이후 장소의 제약도 있어서 이 집회는 매년 약 명이 모여 교류를 지속2010 , 400
하고 있다 오전에는 전체 모임을 갖고 여러 교실에서 발표회를 한다 오후에 개의 . . 9
분과회로 나누어 각각 발표 및 교류를 실시한다 분과회에서는 성장과정과 하루하루 . 
생활 속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썼던 글을 발표하거나 수다를 통한 교류 계절과 문화, 
나 생활을 짧은 시로 표현하는 하이쿠 만들기 여러 나라와 지역의 노래와 춤을 서로 , 
발표하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교류하는 것 한국조선 문화를 즐기거나 중국어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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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떠는 것 등이 있다.
조사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오. 

사카연락회는 실태파악을 위해 
년에 오사카 문해조사 실시1993 ‘

에 관한 제언 을 발표하였다 이 ’ . 
제언을 참고로 오사카부와 오사카
시는 오사카연락회와 연계하면서 
문해 실태조사를 해 왔다 오사카. 
시 교육위원회는 년과 1992 1993
년에 읽기쓰기 교실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터뷰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고 1995
년에는 문해일본어학습과 자원봉
사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도 년에 오사카부내에 있는 1996
문해 일본어교실에 관한 조사보고
서 년에는 그 곳에서 배우는 , 1998
학습자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오사카시 교육위원회는 년도부터 년도에 걸쳐 문화청의 위탁을 받아 지역 1997 1999
문해 일본어학습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오사카시 지역일본어(
교육추진위원회 그 보고서에는 오사카에 있는 문해교실와 일본어학습의 경과, 2000). 
와 실태를 정리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문해교실과 일본어교실의 교류와 연계가 깊어지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어는 처음부터 배우는 기초일본어 교실과 지. 
역에서의 교류를 중시해 온 지역교류 교실로 나누고 양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전. 
자는 오사카시 등 행정의 책임하에 개설하고 후자는 지역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실시
한다는 구상이다.

교류와 연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그 즈음 에 화제가 되었던 . 
것이 문해 일본어학습 지원센터 의 개설이었다 오사카연락회에서는 센터의 필요성과 ‘ ’ . 
내용에 관한 검토를 거쳐 교류사업의 개최 정보수집과 제공 학습희망자에 대한 상담, , 
과 교실소개 교재와 활동소개 지원자 연수 교실개설 상담 교재와 학습 프로그램 개, , , , 
발 문해에 관한 정책적 연구조사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창구 역할 등을 하는 센터의 , , 

년도� 읽기쓰기교류회� 전체모임�발표� (2017

이쿠에 문해교실 수화에� 의한�노래� 발표� ( ) · )⽣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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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제창하였다6).
년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재단법인 오사카부인권협회 사단법인 오사카시인권2002 , , , 

협회 및 문해 일본어연락회의 연계와 협동하에 문해 일본어센터7)가 개설되었다 센터. 
의 역할은 회의와 교류 장소 제공 문해 일본어학습 지원 교류회와 연수회 등 이, ① ② ③
벤트 개최 교실과 교재 소개 문해 일본어학습 상담 등이다 년에는 체제 정, , . 2006④ ⑤
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오사카부내에 있는 지방자치체와 협력한다는 점에서 명칭도 오
사카 문해 일본어센터로 바꿔 사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년 이후 지자체로부터 예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센터는 2013
민간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게 되었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 
것이다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역 차원에서도 이러한 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 

  

6) 국제 문해년 추진 오사카 연락회 제언 성인문해 일본어 학습센터 가칭 의 (2000) · ( )「

창설을 위해서 문해 일본어연구회 배우고 연결하고 움직인다 국내 문해 일본( · ·」 『

어학습을 둘러싼 상황과 과제 년2014 , pp .40-51)』

7) 문해 일본어센터 은 다음과 같다 현재· URL . (2018.9.1. ) http ://www.call-jsl.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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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내 교실의 모습. Ⅳ  

이 절에서는 오사카시에 한해 최근의 실태와 함께 현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논하  
고자 한다.

1. 오사카시에서의 문해교실 개요

오사카시에는 피차별부락이 개 지구가 있으며 문해교실은 교실 년 현재는 12 20 (2018
한곳이 휴강하고 있어서 실체로 개강하고 있는 곳은 개 교실 이 있다 지역 숫자와 19 ) . 
교실 숫자가 다른 것은 한 지역에서 다른 시간대에 여러 곳 교실을 개최하고 있기 때
문이다 오사카시는 문해교실 이외에도 학교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야간중학교와 . 
민간에서 개최하는 일본어 교실 등 다양한 문해 일본어 학습의 기회가 있다 오사카시. 
내에 있는 학습 기회의 장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각 교실은 년 전후에 개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문해교실은 시책의 1970 . 
변경과 지역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계속되어 왔다 문해교실은 각 지역에 . 
기반을 두고 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상황에 따라 참가자와 문해교실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시책으로는 년 동화대책사업에서 일반시책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참가자층이 1999
좀더 확충되었다 학습자는 동화지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글을 읽고 쓰. , 
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생활에 필요한 학습의 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실이 열리고 있다 빈곤과 전쟁 장애 등에 의해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한 . , 
사람들도 증가하였다 그 연령도 대부터 대까지에 이른다. 10 90 .

강사는 학습 파트너라고 부르게 되었고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참가가 늘었다 시민 , . 
자원봉사자에게 특별히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들을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자원. 
봉사자 양성 강좌 등을 개설하고 있다 그 강좌는 그들에게 문해교실에 참여할 때에 . 
필요한 사항 지금까지의 역사와 현재의 학습자가 처해있는 상황 등을 배울 수 있는 , 
기회가 되고 있다.

오사카시의 문해교실과 관련된 예산은 크게 감소하였다 개강 당초부터 년까지. 2006
는 점차 줄어들고는 있었지만 교실 운영비가 있었다 그러나 년 이후에는 약간의 . 2007
소모품비와 각 교실에 한명 코디네이터라고 부르는 스태프를 배치하고 그에게 약간의 
사례금을 줄 정도로 줄었다 또한 이전에는 각 교실에 명의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들. 2
도 채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담당자의 대부분은 사회교육주사 또는 주사보 이며 다른 . ( ) , 



32    일본에서의 문해 성인기초교육의 전개와 과제

평생교육 일을 담당하면서 교실의 사무국 역할도 맡고 있었다.

학습자의 모습2. 

년 이상 교실을 다니던 학습자는 고령이 되었다 대부분이 대이다 그들은 40 . 70-90 . 
교실에 참가하는 것이 부락해방운동의 일환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느 학습자는 다‘ ’ . ‘
음 세대를 생각하면 문해교실은 남겨두어야 한다 하지만 정말로 문해교실을 필요로 ’, ‘
하는 현상은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사회를 자기 스스로 생’ . 
각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장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장으, 
로써의 문해교실은 물론 필요하지만 문해교실에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없애야 한다, 
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동화지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 학습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초등학20 . 
생 보호자는 글자를 네모 칸 안에 들어가게 쓸 수 없거나 초등학교 학년 정도까지의 3
한자밖에 모른다 숫자도 과 의 차이를 몰라 물어보는 것도 창피하기 때문에 적당히 . 6 8
하고 지나가면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엄마가 되어 자녀들의 ‘ ’ . 
학교 일로 글씨를 써야 될 때 쓰지 못해 화를 내면 사귀면 안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진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는 학습자도 늘어나고 있다. . 

동화지구 밖에서 참가하는 장년층 학습자도 증가하고 있다 직장에서 자신의 생각대. 
로 할 수 없고 제출 서류를 제대로 쓸 수 없거나 컴퓨터를 쳐서 업무일지를 내야 하, 
는데 영문자를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 .

장애인들의 참가도 마찬가지이다 취학 면제로 학습기회를 놓친 사람이 전동휠체어. 
를 타고 년 이상 다니고 있는 문해교실도 있다 동화지구내의 그룹스터디 참가자가 20 .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니고 있는 문해교실도 있다 학습파트너 몇 명이 동화. 
지구내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어 거기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문해교실의 
참가를 권유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학습자의 반수 이상이 장애인 학급도 있다 어떤 교. 
실에서는 보호자로부터 문해교실에 올 때까지는 집의 가족과 장애인 시설의 관계자들‘
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넓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학급에 참가하고 나서 동. 
화지구내를 걸어가면 말을 거는 사람도 있고 가족과 시설외의 다른 사람들과 소풍가는 
등 인간관계가 넓어져서 좋다 는 말을 했다’ .

외국인 학습자도 늘어났다 기능실습생 일본에서 식당을 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 , 
고 온 가족 일본인 남성과 결혼해서 일본에 온 여성 워킹 홀리데이로 반년에서 년, , 1
간 일본에 와 있는 젊은이 중국에서 귀국한 사람과 그 가족 친족 남아메리카에서 온 , , , 
일본계 남미사람 등이 그것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학령기 아동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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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람들은 국적도 다르거니와 본국에서의 학력도 다르다 학습자의 다양화 라는 . ‘ ’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외국인 학습자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교실에 대의 학습자 씨가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20 A . , , 
를 모두 몇 일식 밖에 다니지 않았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지만 글을 모르고 대. 
인관계도 힘들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케이스워커로부터 소개를 받아 교실. 
에 다니고 있었는데 당시 교실에 왔었을 때에는 항상 표정이 어두웠다 교실에서는 매. 
주 활동의 끝머리에 미니연필 포스터라고 부르는 종이를 나눠주고 테마를 정해서 짧은 
문장을 쓰게 했다 씨는 처음에는 쓸 것이 없다 며 한 두줄밖에 쓰지 않았다 그런 . A ‘ ’ , . 
씨가 변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다 어느 날 씨와 학습 파트너가 일상의 생활에 대A . A

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씨가 카레 만드는 것을 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씨는 A . A
같이 사는 엄마와 형제들을 위해 장보기부터 조리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었다 그 중에. 
서도 맛있게 잘 만드는 것이 카레로 재료도 저렴하게 하면서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해
서 매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씨는 평소와는 다르게 생기발랄. A
한 표정으로 말해 주었다 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 A
카레만드는 날 을 만들었다 평소 가르침을 받는 쪽이 학습자가 그 날은 주인공이 되‘ ’ . 
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시간기회 을 갖게 된 것이다( ) . 

씨에게 설명을 들으면서 카레를 만들어 함께 시식했다 단순히 만들어서 먹고 끝나A . 
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방법을 쓰는 학습도 같이 했다 모두가 가지고 가려고 급하게 . 
글자를 틀리면서도 전부 히라나가로 썼다 평소에는 사전을 보면서 한자로 문장을 쓰. 
려고 했었는데 이날은 달랐다 모두가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가기 위해 열심히 썼다. . 
그날의 미니연필 포스터의 테마는 씨의 카레 였다 학급에 참가한 사람 모두가 씨‘A ’ . A
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썼고 씨 자신은 그날의 감상에 대해 오늘은 처음으로 가족 , A ‘
이외의 사람들에게 카레를 대접할 수 있어서 기뻤다 고 썼다 몇 일 뒤의 미니연필 포’ . 
스터의 테마는 여름날의 추억 이었는데 거기에는 여름날의 추억은 역시 모두에게 카‘ ’ ‘
레를 만들어 준 것이다 고 쓰고 있다’ . 

카레만드는 날 이후 씨는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적을 것이 없다고 말했던 ‘ ’ A . 
미니연필 포스터도 뻬곡하게 적게 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목소리도 크고 활. 
기찼다 참가한 초기에는 어두웠던 표정도 밝아졌고 긴장도 풀렸고 웃음도 늘었다 자. . 
기가 알고 있는 벌레와 날씨 요리와 관련된 지식을 모두에게 말해 주었다 벌레에 대, . 
해서는 어렸을 때 글을 읽지 못해도 그림이랑 사진을 보고 이것저것 생각하거나 외웠‘
다 고 했다’ .

이 학급에서는 수업이 시작된 이래 매년 문집을 발행하고 있었다 성장과정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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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작문으로 써서 발행하고 있었다 내용은 예를 들어 직. 
장에서 느끼는 차별적인 시선과 불합리한 것 일상생활 속에서 고민과 힘들었던 점 성, , 
장과정 등이다 이 학급에서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들의 성장과정을 뒤돌아보고 자신에 . 
대한 긍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씨도 문집에 게재할 목적으로. A
의 자신의 성장과정을 중심으로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학교에 가지 못했던 시기. 
에 대해 부모님과의 일 집에서의 일 등을 조금씩 적어 나갔다 테마가 어려워서 못, , . ‘
쓰겠다 고 하면서도 교실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써 내려갔다 어렸을 ’ . 
때의 일에 대해 트라우마예요 힘들었어요 라고 중얼거리면서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 , ’
했다 집은 오래 되어 낡아서 벌레와 야생동물도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며 유머 넘. 
치는 말로 이야기 했다 내 과거에 대한 일기장이네요 라고 말하면서 어렸을 때의 힘. ‘ ’
들었던 기억들을 되살리며 조금씩 써 내려갔다 어렸을 때의 자기자신과 대면하면서 . 
지금 그 때의 일을 적고 있는 것이다 씨가 과거의 일을 일기처럼 적을 수 있게 된 . A
것은 씨의 이야기와 추억을 받아들이고 공감해 주는 학습파트너와 학급의 존재가 크A
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자신의 괴로움을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서로 간에 . 
신뢰 관계가 쌓여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교실에는 재일한국인의 씨도 참가하고 있었다 일본에는 년 도 더 넘게 살고 B . 30
있었으며 엔터테이너로서 일본에 와서 오사카에는 년 이상 살고 있었다 일본에 와20 . 
서는 일과 육아에 쫓겨 지금까지 일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 손자가 초등학교에서 . 
교실의 전단지를 들고 와서 씨에게 보여 주었다 씨는 대 중반에서 문해교실의 B . B 60
존재를 알게 되어 다니기 시작하였다 항상 밝고 주변의 학습자와 학습 파트너의 고민. 
도 명쾌하게 대답하는 씨였다 그러나 년 이상 살고 있는 오사카에서도 글을 읽지 B . 20
못하기 때문에 전철을 탈 수 없었고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했
다 지금도 일을 하면서 매주 문해교실에 다니고 있다 세가 지나면 일을 그만두고 . . 70
야간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가고 싶다고 한다.

이렇게 현재 문해교실에서는 예전부터 참가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동화지구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동화지구 주변에 사는 주민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배우, , , 
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문해교실에서 배우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문해교. 
실이 소중히 지켜 온 원칙과 문화에 의한 바가 크다 서로의 성장과정과 경험 생각 . , 
등을 서로 열심히 들어주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시해 온 것이다.

씨가 참가하여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연필포스터를 쓰고 카레를 만드는 A , , 
방법을 쓰고 웃는 얼굴을 보여 준 것이 학급에 참가한 모두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다, .

어떻게 이러한 젊은이들이 참가하여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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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었는지 이러한 활동을 맡을 학습파트너가 얼마나 있는지, , 
지역에서는 어떻게 학급을 지원하고 있는지 행정과 학교의 책임은 무엇인지 이것들에 , , 
대한 해답의 제시가 필요하다.  

피차별부락의 문해 일본어 학습활동의 과제. Ⅴ

부락의 문해운동의 장래를 위한 과제를 세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문해교실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다 현재 문해교실과 부락동맹지. 

부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가자층이 다양화되어도 문해. ‘
는 해방교육의 일환이고 해방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는 인식하에 운영하고 있는 교’
실도 많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의 해방운동 그 자체와 결코 괴리되어 있는 것은 아닐 . 
것이다 상호간의 실천과 과제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부락해방운동 외의 다른 관계 단체들과 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마찬가지이
다 현재 문해교실의 참가자는 다양화되고 과제도 변화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말하면 . . 
교육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복지와 노동의 틀로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 과. 
제들에 대해 문해교실로써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각각의 틀 안에 자리매김 해 온 , 
문해 실천을 번역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락의 문해교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금까지의 실천을 되
돌아보고 공유하여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교실 운영의 기반이 되는 가치관의 공유이다 본고에서는 부락 해방 제. ‘
회 전국부인집회토론자료 를 소개하면서 생활 속에서 배운다 일상생활과 성장과정16 ’ ‘ ’ ‘

을 통한 친구만들기 문해교실과 자신들과의 관계성에 대해 생각함 이라는 세 가지로 ’ ‘ ’
정리하였다 참가자와 과제가 바뀌더라도 이 가치관이 확고하지 않으면 문해교실의 학. 
습의 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참가자의 다양화에 따라 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 
이 곤란하다고 느낄 때도 실제도 많이 있다 또한 오사카 문해운동의 초창기를 알고 . 
이 가치관을 만들어 온 학습자 학습 파트너 등 교실과 연관된 사람들도 고령화되고 ,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실천을 통해 이 가치관을 계승시켜나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밖에 없다 하루하루의 문해교실 활동 가운데 또 교실들끼리 모이는 교류의 장 등에서 . , 
이러한 가치관을 재확인하고 공유하는 작업을 면밀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다. 

세 번째는 법률제정 운동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해 온 것과 같이 배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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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움의 장을 보장하는 
법률은 아직 없다 년 월에 교육기회확보법 이 제정되었지만 그 법은 학교교육 . 2016 12 ‘ ’
쪽에 역점을 두고 있어 피차별부락의 문해교실과 같은 평생교육에서의 학습기회에 대
한 자리매김은 약한 편이다 이 점에 대해 문해 일본어연락회에 의한 문해 일본어 학. ‘
습추진법가칭 요강안( ) ’8)은 평생교육을 주된 영역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정책을 두고 있
다 앞으로 다른 문해운동과 기초교육운동과 연계하면서 이 법률의 제정을 추진해 나. 
갈 것이다 현재 다양한 연구집회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연계를 하고 있다 앞으. . 
로도 이 연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8) 문해 일본어연락회 편집발행 문해 일본어 학습 추진법 가칭 요강안 년· · ( ) 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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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중학교의 역사. Ⅰ

부수업으로 시작한 야간중학교1. 2

야간중학교는 년에 오사카 와 가나가와 에서 시작된 것이 시초가 된1947 ( ) ( )大阪 神奈川
다 도쿄 에서는 년 아다치 구 중학교 교장회에서 미취학 실태조사 를 . ( ) 1950 ( ) ‘ ’東京 足立
실시하였는데 아다치구내 중학교 전체재적생 만 천명 중 에 해당하는 약 명1 8 7% 1200
이나 미취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아이들 중에는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거나 신발이나 비올 때 우산이 없어, ‘
서 도시락을 지참할 수 없어서 등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 ’ .

아다치구립 제 중학교 이토 타이지 교장은 전국 교육장 지도주사 강4 ( ) ( )伊藤泰治 主事
습회에서 가난으로 인해 후쿠시마현 의 중학교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치바현( ) (福島縣 千

에 취직한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 , 葉縣
능하므로 일시적인 수단으로 전쟁전의 심상야학교 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 할 것을 결, ‘ ’ ‘ ’
의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부 로써 설치하도록 아다치구 교육위원회와 도쿄도 교육위. ‘ 2 ’
원회 문부성 등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당시 문부성은 학교교육법에 의거 해 인정할 , . ‘
수 없다 노동기준법에 위반된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이토교장은 일일이 근거’ ‘ ’ , 
를 제시하여 년 월 일 아다치구 교육위원회 및 도쿄도 교육위원회에서 시험, 1951 7 5 ‘
적으로 부학급 개설 의 인가를 받았다2 ’ .

왜 야간초등학교 없이 야간중학교가 개설되었는가2. ?

우리나라의 교육현황 년도 문부성 의 제 장 의무교육 제 절 취학 상황 의 장‘ ’(1953 ) ‘ 3 1 ’ ‘
기결석 상황 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년 월부터 월 일 사이에 출석일수 약 일 중 일 이상 결석한 사람‘1951 4 10 31 150 50
을 장기결석자라고 정의하고 문부성에서 실시한 통계조사를 살펴보자 중략 이 장기. ( ) 
결석자들은 초등학교에서 명 중학교에서 명 총 명으로 미취학92,275 156,563 248,838
의 배에 달한다 중략4.5 . ( )

재적자에 대한 장기결석자의 비율은 초등학교는 였으나 중학교는 로 약 0.81% 3.23%
명 중 명이 장기결석자라는 결과다 중략30 1 . ( )
장기결석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첫째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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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가정에 의해 본인의 의사 인 반면 중학교에서는 가정에 의‘ ’ 45% ‘ ’ 55% , ‘
해 가 로 본인의 의사 의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67% ‘ ’ 33% .

그 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본인의 질병 이 명 가정의 , ‘ ’ 37,182 ‘
이해부족 이 명으로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부가 싫어서가 ’ 23,287 , ‘ ’ 8,422
명 교육비를 낼 수 없어서 명 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 ’ 6,058 ‘
므로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중학교에서는 가정의 이해부족이 ’ 5,121 , ‘ ’ 43,968 
명 생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떠맡고 있다 가 명으로 본인의 질병 의 ‘ ’ 31,514 , ‘ ’ 23,945
명 공부가 싫어서 의 명과 교육비를 낼 수 없어서 의 명을 능가하여‘ ’ 22,012 ‘ ’ 12,879 , 
그 양상을 상당히 달리하고 있다 앞 페이지에 이어 야간중학교 의 기술에서는 다음과 . ‘ ’
같이 기술하고 있다. 

종전 후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의무교육 연한이 연장되어 일단 중학교 교육까지 ‘
기회균등의 정신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지만 가정의 경제적 원인 등 기타 이유로 장, 
기결석자가 상당히 많고 특히 중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았, 
다 이들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지난 년간 교토 고베 요코하마. 2-3 ( ) ( ) ( )京都 神 浜戸 横
의 각시와 도쿄도에 중학생에 대한 야간수업이 시작되어 야간중학교의 명칭으로 불리
게 되었다 야간중학교는 개 시에서 학교수 학생수 명이다 야간중학교 .’ ‘( ) 6 36, 1,628 .’ 
취학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토시의 경우를 들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가난으로 . ‘
인한 취업 명 빈곤으로 인한 가사일 명 부모의 이해부족229 , 110 ,  명12 , 혐학( )嫌學  

명 질병 등 기타 이유로 취학할 수 없었다 명 기타 명 이상에서 전후 일본24 , 14 , 26 .’ 
의 의무교육 초등학교 년 중학교 년 에서 장기결석은 당시의 사회상황 속에서 초‘ ( 6 , 3 )’ ‘ ’
등학생의 경우 본인의 질병 과 가족의 이해부족 에 의해 사실상 방치 에 가까운 상황‘ ’ ‘ ’ ‘ ’
에 있었던 반면 중학생의 경우는 생계를 맡아 가사를 돕는 노동력 으로 인식되었다, ‘ ’ . 
또한 그러한 낮에 일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뜻있는 학교 관계자와 교육
위원회에 의해 야간중학교 가 개설되었다‘ ’ .

년대 년대3. 1950 1960

년대 후반 년대 초반에는 전국 개 도부현에서 잇달아 야간중학교가 1940 1950 13
개설되었다 년에는 개교가 개설되어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1954-55 89 . 

년에는 도쿄 개교 가나가와 개교 아이치 개교 교토 개교 나라1954 8 , 12 , ( ) 2 , 14 , (愛知 奈
개교 와카야마 개교 미에 개교 오사카 개교 효고 개) 5 , ( ) 8 , ( ) 1 , 7 , ( ) 20良 和歌山 三重 兵庫

교 오카야마 개교 히로시마 개교 돗토리 개교 후쿠오카, ( ) 1 , ( ) 3 , ( ) 1 , ( ) 7岡山 島 鳥取 福岡広
개교였다 또한 야간중학교 학생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년의 명이었다. 1955 5,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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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까지는 세의 학생과 십대 후반의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1960 12 15
그들은 낮에는 일하여 생계를 도우면서 밤에는 통학을 하고 있었다일부 성인 학생도 (
재적).

년 행정관리청의 야간중학교 조기 폐지 권고4. 1966 , ‘ ’

년에는 도쿄 교토 후쿠오카의 각 부현에서도 야간중학교의 폐지가 이어져 전1961 , , 
국에서 개교 학생수는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야간중학교의 폐지의 추세45 , 1,080 . 
에 박차를 가한 것은 국가였다.

년 월 아라키 마스오 문부대신은 참의원 문교위원회에서 질문의 1963 5 , ( ) 荒木萬壽夫
답변으로 야간중학교를 없애는 노력을 하겠다 라며 야간의 의무교육은 제도상 허용‘ .’ ‘
되지 않지만 현존하는 야간중학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긴 필요악 과 같은 성격을 “ ”
띄고 있다 전국적인 실태를 명확히 한 후 해소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 경우에 따라. . 
서는 제도상 인정하지 않는다 고 할 수도 있다 고 말하였다“ ” .’ .

또한 년에는 야간중학교 폐지에 대해 쐐기라도 박 듯이 야간중학교 조기폐지 1966 ‘
권고 가 행정관리청에서 발표되었다’ .

이 권고는 저연령층 노동자에 관한 행정 감찰에 의거하여 터키식 목욕 빠 카바레 ‘ , , 
등에 세 미만의 연소자가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직장에 대한 노동성의 감독 지도18 , , 
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의무교육 취학중인 학생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에서.’ ‘
는 노동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법에서 .’ . ‘
인정되지 않는 야간중학교 는 폐지해야 한다 고 권고했다 낮에 일하고 밤 배운다는 “ ” ’ . 
것이 저 연령층 노동자 보호에 역행하고 있어 학교법규에 없는 야간중학교는 그 온상
이 되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저 연령층 노동자는 원해서 노동자가 된 것이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일하, 
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있었다.

또한 야간중학교는 저 연령층 노동자 만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다 저 연령층을 포함‘ ’ . 
해서 야간중학교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많은 의무교육 미수료자미취학자의 존재를 무
시하고 단지 야간중학교가 학교교육법에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기에 폐지해야 한다
는 권고는 야간중학생들의 실태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국가는 전쟁 후 새로운 의무교육제도가 거의 완전히 실시되고 있다 라는 입장에서‘ ’ , 
야간중학교를 폐지하고 학령 아동이 통학하는 것은 정규 중학교에 한정하고 의무교육 ‘
미수료자는 평생교육 쪽에서 배우면 된다 라고 방향 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 . 
그것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지역이 아이치현이며 아이치현에서는 야간중학교를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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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후반에 폐지하여 재단에 의해 매우 한정적인 내용만 학습하는 방식이 채택되었
다.

야간중학교 증설 운동의 발전5. 

야간중학교 조기폐지 권고 로 인해 야간중학교의 학생들과 교사 졸업생들은 큰 충‘ ’ , 
격을 받았다.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자신들의 야간중학교가 언제 폐지될지 모르겠다 이대로 가만‘ ’ ‘
히 있을 수만은 없다 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그때까지 야간중학교는 고학생들의 미담 ’ . ‘
학교 라든가 빈곤 장기결석 학생들을 구제하는 학교 로 매스컴 등을 통해 알려져 왔’ , ‘ ’
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의무교육에서 분리된 사람들의 마지막 배움의 장소라고 . 
말할 수 있는 중요한 학교였던 것이다 그 둘도 없는 야간중학교가 이때 이미 전국에. 
서 겨우 개교로 학생수도 명으로까지 감소되어 버렸다26 472 .

당시 아라카와 제 중학교 부에서는 개설 주년을 맞이하여 조촐하게 기념사업을 9 2 10
실시하려던 참이었다 야간중학교의 필요성을 증언하는 영화를 만들자 라는 졸업생인 . ‘ ’ , 
다카노 마사오 씨의 호소로 영화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촬영 기간은 년 ( ) . 1967野雅夫髙
월부터 월까지였다 그 후 개월에 걸쳐 밀리 다큐멘터리 영화 야간중학교 가 1 3 . 6 16 ‘ ’

탄생하였다 그와 동시에 개설 이래 년간 학생들의 작문을 모았던 문집 우리들 야. 10 ‘
간중학생 도 간행되었다’ .

다카노 씨는 이 영화와 문집을 가지고 야간중학교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증언 순례에 
나섰다 아오모리 홋카이도 오카야마 교토에서의 야간중학교 폐지반대 . ( ), ( ), , ‘森 北海道青
운동 후에 다카노 씨는 오사카로 들어갔다 그리고 년 월에는 오사카시립 덴노’ . 1969 6
지 중학교 야간학급이 개설되었다 다카노 씨의 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 ) . 天王寺
지지를 얻어 그 다음 해인 년에는 오사카시립 간난 중학교 현재 텐마 중1970 ( ) ( ( )菅南 天満
학교 가 개설되었다 이것이 큰 흐름이 되어 년대에는 간난중학교를 포함한 오사) . , 1970
카부에서 개의 야간중학교가 개설되게 되었다8 .

나라현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제일 많을 때는 개의 야간중학교가 개설되1950 1960 9
었었는데 년 이후에는 폐교되어 어쩔 수 없이 의무교육 미수료자는 오사카의 야1961 , 
간중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년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갑자. 1975 , 
기 야간중학교 모집요강 을 바꾸어 오사카의 학교이기 때문에 오사카부민을 우선적‘ ’ ‘ , 
으로 교육해야 한다 며 입학 대상자를 오사카부 거주자로 한정시켰다 그러한 가운데’ . , 
오사카시립 덴노지중학교 야간학급 교원인 이와이 요시코 씨와 관계자 시민( ) 岩井好子
들이 힘을 합져 갈 곳을 잃어버린 나라현 거주 학생들을 위해 나라현에 있는 사립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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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쿄 학원고등학교 식당의 층을 빌려 사립 야간중학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우동( ) 2 ‘正
학교 를 만들었다 이것은 배움의 장소를 잃은 나라현의 의무교육 미수료자 에게 배움’ . ‘ ’
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나라현에 공립 야간중학교의 개설을 종용하는 뜻이 포
함돼 있었다.

이 활동은 영화 우동학교 제작으로도 이어졌으며 년에는 나라시립 가스가‘ ’ , 1978 (春
중학교 야간학급이 개설되었다) .日
이후 전국 각지에서 시민활동으로 자주 야간중학교와 야간중학교를 만드는 모임( )自主

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라현의 우동학교 가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 ’
다.

년 현재 전국에 여개 이상의 자주야간중학교가 있다 그러나 이 자주야간중2018 30 . 
학교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공부모임이어서 거기를 졸업해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또한 직원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이며 강사료도 없다. .

한편 년 현재 전국에 곳에 있는 야간중학교는 공립중학교에 속하는 야간학, 2018 31
급 일부는 분교 이며 교직원은 공무원이다( ) .

년대 말부터 다양한 학생들의 참가6. 1960

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일본1965
인과 그 가족들이 일본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울 수 있는 일본어학습 . 
기관은 없었고 응급학교 로써 도내 의 야간중학교 등으로 인수되기 시작하였다‘ ’ ( ) . 都内
그러나 일본어를 할 수 없는 귀환자들은 다른 일본인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아라카와 제 중학교 졸업생 다카노 . 9
마사오 씨와 야간중학교 관계자가 도의회에 귀환자를 위한 야간중학교에서의 일본어‘
학급 개설 및 전임교사 배치에 관한 청원 귀환자센터 건설을 위한 잠정적 조치에 대하-
여 를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년 월 아다치구 제 중학교스미다-’ . 1971 6 , 4 (墨

구 히키후네 중학교 현 분카 중학교 에도가와 구 고마츠가와 제 중) ( ) ( , ( ) ) ( ) 2田 曳舟 文花 江 川戸
학교에 일본어학급이 설치되었다.

년에는 일중국교가 정상화되어 중국에 남아있었던 고아와 가족들이 일본으로 1972
귀환하였는데 그 숫자가 년대 후반부터 급증하였다 년의 베트남전쟁 종결 1970 . 1975
후부터는 인도차이나 난민이 일본에 들어오게 되어 년경부터 야간중학교가 일본1980
어교육과 의무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했다.

년대 이후가 되면 전쟁과 빈곤으로 인해 일찍이 배울 기회가 없었던 성인과 중1970
년과 노년의 일본인 등교거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를 경험한 젊은이들이 입학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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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또한 간사이 의 야간중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재일한국 조선인이 배우. ( )西関
고 있었다 재일한국 조선인의 대부분은 여성이 많고 초등학교조차 입학하지 못한 사람. 
들도 많았다.

년 전후부터7. 2000

년 전후부터는 직업이나 국제결혼 등으2000
로 일본에 온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이 급격히 
늘어났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난민과 탈북자 등
도 입학했다.

또한 호적이 없거나 거주지 불명의 젊은이들
의 입학도 있었다 이처럼 야간중학교는 그 시. 
대상을 잘 반명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의
무교육 미수료자들의 둘도 없는 배움의 장의 
큰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야간중학교의 현황. Ⅱ

의무교육 미수료자의 목소리1.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발언을 할 수 없다 병원에서 진‘ . ∙
찰을 받을 진료과를 모른다 쇼핑할 때도 할인의 계산법을 모른다 글자를 읽지 못. . 
해 역에서 표를 살 수 없다.’
글자를 읽고 쓸 필요가 없는 일 밖에 할 수 없다‘ ’∙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단지 이름만 쓰고 나왔다‘ ’∙
장애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해 현재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

다’
어머니가 중국에서 일본의 동북지방으로 와서 일본인 남성과 결혼했지만 함께 온 ‘∙
아이가 지역의 교육위원회로부터 학령기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주간 중학교 입학을 
거절당했고 현 내에는 야간중학교도 없기 때문에 모자 가 함께 상경해서 도, ( ) ( )縣 母子
쿄의 야간 중학교에 입학한 후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다 등등의 얘기들이 .’ 
들려왔다.

야간중학교�수업�풍경

사진� 제공 고바야시�치히로�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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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의무교육 미수료자 분들은 고학력 사회의 일본에서 엄청난 불편과 고통
을 느끼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빼앗기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의무교육 미수료자 는 국민의 제반 권리 참정권 직업 선택의 자‘ ’ ‘ ’(‘ ’ ‘
유 표현의 자유 행복 추구권 평등권 학문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재판권 등 를 ’ ‘ ’ ‘ ’ ‘ ’ ‘ ’ ‘ ’ ‘ ’ )
사실상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습권은 토대적 인권 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권임을 알아야 한다‘ ’ .

다양화하는 야간중학생2. 

제 회 전국야간중학교연구대회 대회자료에 게재된 년 월 전국 야간중학교‘ 63 ’ , 2017 9
연구회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실태를 알 수 있다 개교 학생수 (30 , : 

명1,826 ).
학생층별 인원(1) 

새이주 외국인 직업이나 국제결혼 등으로 전후에 방일한 외국인과 가족 등( ) ① 
명1,265 (69.3%) 

일본인 명313 (17.1%)② 
중국 등지에서의 귀국자 명181 (9.9%)③ 
재일한국 조선인 명63 (3.4%)④ 
난민 명3 (0.2%)⑤ 
일본계 이민 명1 (0.1%)⑥ 

학생들의 출신 국적 지역 개국으로 다국적화되고 있다(2) : 33 .
연령별 인원 대 명 대 명 대 명 대 명 대(3) : 10 (358 ), 20 (342 ), 30 (247 ), 40 (231 ), 50 (182
명 대 명 대 명 대 이상 명), 60 (200 ), 70 (190 ), 80 (76 ).

이상에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야간중학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학생수 남성 명 여성 명(4) : 636 (34.8%) 1,190 (65.2%)
여성이 배 가까이 많으며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배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2 , 
수 있다.

야간중학생의 요구3. 

아사노 신이치 고베대학 대학원 교수의 조사로 야간중학생들의 요구가 무( ) 野 一浅 慎
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아사노 교수가 쓴 미네르바의 올빼미들 야간중학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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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인간 발달 년 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로 전국의 야간중학생’(2011 7 10 명 1,150
회답 에서 야간중학생들의 생활과 의식의 실태를 근거로 하여 그 역사와 사회적 의의) , , 
를 고찰한 제 절 야간중학교가 직면한 과제 중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2 ” . 

첫째 야간중학교의 존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달라, ‘ ’ (44.5%). 
둘째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입학시켜 달라, ‘ ’ (22.4%). 
셋째 장학금이나 취학 지원금을 받고 싶다, ‘ ’ (29.9%).
기타 재학기간 연장 좀더 오랜기간 재학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급식 급식‘ ( )’ ‘ (

을 원한다 일본어학급 일본어만을 가르치는 반이 있으면 좋겠다 등의 요구가 있었)’ ‘ ( )” 
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구라고 생각된다.

야간중학교의 교육활동. Ⅲ

야간중학교에서의 활동1. 

야간중학교에는 낮에 일을 하면서 야간에 통학하는 사람 읽기쓰기를 못해 일상생‘ ’ ‘ , 
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온 중 노년층 일본어를 몰라서 일상생활과 고등학교 진학에 어’ ‘
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 등등 다양한 분들이 배우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실태를 ’ . 
바탕으로 각 야간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실태에 맞는 반 편성 교육과정 교재 개발 학교 
행사 등을 실시해 왔다 많은 야간중학교에서 수 명에서 수십 명 정도의 유연한 반 . ‘
편성 학년과 상관없이 국어 능력일본어 능력에 따른 반 편성 수학과 영어는 학생’ ‘ ’ ‘
들의 유연한 반 편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바탕으로 한 ’ . ‘
야간중학교의 독자적인 교재 개발 학생들의 생활 능력과 다언어 다문화을 살린 문화 ’ ‘
축제 등의 학교 행사 주간의 아동들과의 교류 등도 실시하고 있다’ ‘ ’ .

또한 교장의 졸업인정권에 의거하여 미취학자초등학교 미경험 또는 중퇴 를 위해 ‘ ( )
년을 초과한 학습 연장 확보 도 각 지역과 학교의 실태를 근거로 실시하고 있다3 ’ .

생활 기본 한자 자2. 381

생활 기본 한자 자는 도쿄의 야간중학교에서 년 동안 국어일본어 교사로서 381 42
교편생활을 해 온 켄죠 요시카즈 선생을 비롯한 도쿄의 국어 교사들이 이전( ) 見城慶和
에 작성한 한자 교재 국어 에 담겨있다‘ 8' .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산 강 등의 한자부터 배우지만 야간중학교의 학생들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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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즉시 필요한 한자 배우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한자는 어렵지만 외우기 ‘ , 
쉽다 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교재이며 자는 모든 학생들의 생활에 당장 필요한 것.’ , 381
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16 .

기초 이력서 의식주 신체 병원 공공시설 표지 교통 자연 지리 직업‘ ’ ‘ ’ ‘ ’ ‘ ’ ‘ ’ ‘ ’ ‘ ’ ‘ ’ ‘ ’ ‘ ’ ‘ ’ 
학교생활 사회생활 개인 생활 공부한 것을 정리하자 연습 생활 기본한자의 읽‘ ’ ‘ ’ ‘ ’ ‘ ( )’ ‘
기와 필순 이며 그것은 학생들의 생활에 용기를 북돋워주고 ’ , 
발전시켜주는 것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연구소의 현대 신문의 한자 사용도, ‘
수 조사 가 주목된다 국립국어연구소가 년 아사히’ . 1966 , ( ), 朝日
요미우리 매일 신문의 세 곳에 일년에 걸쳐 게재한 ( ), 読売

만자의 한자 통계처리를 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100
이 밝혀졌다 국립국어연구소 현대 신문의 한자 년 월 .( ‘ ’ 1976 3
슈에이출판)

출현 빈도 상위 자의 한자에서는 총 출현 한자의 500 80%
를 차지하고 상위 자에서는 를 차지하며 상위 1,000 94% , 

자에서는 무려 에 달한다 이 조사를 통해 생활 속1,650 99% . 
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자는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야간중학생
의 생활 실태를 토대로 만들어진 생활 기본한자 자의 근‘ 381 ’
본생각과 이 조사가 대체로 부합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도쿄 중학교 야간학급에서의 활동3. S

나는 년 월에 중학교 야간학급을 퇴직하였지만 거기에서의 활동을 소개하려2014 3 S , 
고 한다.

수업시간(1) 
학급활동 : 17 : 30 17 : 35
제 교시 1 : 17 : 35 18 : 15
급식 휴식 : 18 : 15 18 : 50
제 교시 2 : 18 : 50 19 : 30
제 교시 3 : 19 : 35 20 : 15
제 교시 4 : 20 : 20 21 : 00

국어 도쿄도� 공립중‘ 8’(
학교� 부� 수업자료개발2

위원회 도쿄도교육청� 지·

도부 년� 제작 생·1976 )� ‘
활기본한자� 자 를�381 ’
배우기� 위한�교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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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교시 분 수업에 교시까지 있으며 주당 교시이다1 40 4 , 20 .
연간 행사(2) 
월 입학식시업식 신입생 환영회 4 : , 

건강 진단 월      (4 6 )
월 수업 공개일 배구 대회도쿄 야간중학교 개교6 : , ( 8 )
월 수영 교실 주간 여름 방학7 : ( )
월 일 월 일 여름 방학7 21 8 31 : 
월 학생회 연합 교류회 도쿄 야간중학교 수학여행 교토 나라9 : ( ), ( )

수업 공개일이 있다      .
월 연합 체육대회 도쿄 야간중학교 개교 도쿄도 야간학급 입학설명회 10 : ( 8 ), 
월 문화축제 11 : 
월 전국야간중학교연구대회전국야간중학교연구회 진로 설명회  12 : ( ), 

농구 대회 도쿄 야간중학교 개교 스피치 대회         ( 8 ), 
월 일 월 겨울 방학12 26 1 : 

월   1 : 신일본필하모닉교향악단 감상 교실 연합 작품전도쿄 야간중학교 개교 , ( 8 )
월 전통 음악 감상 교실2 : 
월 졸업식 수료식3 : , 
월 일 월 일 봄 방학3 26 4 5 : 

그 외에 학교의 주간부 학생들과의 교류도 실시하고 있다.
주간부의 학년과의 교류에서는 다국어로 인사하기와 문화도 소개하고 있다 체험 1 . 

발표에서는 전쟁 때 학동소개 로 인해 공부를 하지 못했다 지금 공부가 너‘ ( ) . 童疎開学
무 재미있다 반년 전에 일본에 왔고 입학했다 즐겁게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 등의 .’ ‘ . .’
발표를 하고 들었던 주간부의 학년생으로부터 지금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행1 ‘
복한 일이야 반년 만에 저렇게 일본어가 능숙하게 되다니 훌륭하다 나도 영어 공부.’ ‘ . 
를 열심히 하고 싶다 등의 반향이 있어서 발표한 학생들에게 격려가 되었다.’ .

주간부의 학년생은 야간학급의 원하는 수업에 들어가 좀더 깊이 있는 교류를 한다2 .
문화축제에서는 각국의 문화 소개와 정통요리 소개 판매도 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 관계자의 협력으로 북 클럽이나 유카타 입기일본 춤 등 일본 문화를 ( ) 浴衣
접할 기회도 만든다.

운영 전반(3) 
중학교 야간학급에는 대 대까지 수십 명의 학생들이 일반학급 개 반 일본S , 10 7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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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급 개 반에서 공부하고 있었다5 .
보통학급에는 이전에 가난해서 학교에 갈 수 없었다 등의 이유로 학교에 통학할 ‘ ’ 

수 없었던 중년과 노년의 학생들도 있다 그 중에는 초등학교 공부가 충분하지 못했기 . 
때문에 히라가나 와 간단한 계산법부터 배우는 학생도 있다, ‘ ’ .

일본어 학급에서는 일본어가 불충분한 외국인 들이 일본어 수업을 중심으로 공부했
다 일반학급은 개 교과를 학습했으며 일본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국어 시. 9 , 
간을 많이 할애한 교실도 있었다.

저는 야간중학교 일본어 학급에서 약 년 동안 외국인과 중국 귀국자에게 일본어36
를 가르쳐 왔다 자주적으로 교재도 만들고 문법 글자 작문회화 등 학생들의 실력에 . 
맞추어 지도했다 비한자권 학생들은 학습이 너무 어려워 진학한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 
사람도 있으므로 개학 전이나 여름 방학 등을 이용해서 한자 등의 보충수업도 실시하
고 있다 스피치 대회나 이동 교실 문화축제 등도 열어 학생들의 일본어 발표력을 높. , , 
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급식은 보통 쌀밥이 많고 학생 교사가 함께 모여 화기애애하게 먹는다 대가족 같은 . 
분위기이다 도쿄에는 개교의 야간중학교가 있는데 모두 명의 전임교원이 배치되었. 8 7
고 또한 개교에는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일본어 학급을 설치하여 일본어 전임 교원도 , 5
배치했다 이상과 같이 수 명에서 명 정도의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 편성과 세심한 . 10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야간중학생의 진로4. 

표 도쿄의 야간중학교 개교의 졸업생 진로 년 년1. 8 (2006 2015 )

지난 년간을 보면 도쿄에서는 야간중학교 졸업자 가운데 가 진학을 했고 그 10 55%
가운데 가 정시제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을 알 수 있다 년도에는 명의 진67% . 2015 73
학자 가운데 명이 정시제 고등학교에 명이 전일제 고등학교에 각각 진학했다 야49 , 20 . 
간중학교가 상위의 공교육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공적 학습 기관임을 알 
수 있다.

졸업년도 
학생수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년간 10
총수

졸업자수A) 명150 명166 명199 명221 명240 명162 명162 명171 명160 명127 명1758

진학자수B) (%) 명89
(59.3%)

명94
(56.6%)

명111
(55.8%)

명123
(55.7%)

명110
(45.8%)

명93
(57.4%)

명101
(62.3%)

명82
(48.0%)

명91
(56.9%)

명73
(57.5%)

명967
(55.0%)

가운데 정시C) B)
제진학자수(%)

명57
(64.0%)

명54
(57.4%)

명75
(67.6%)

명81
(65.9%)

명75
(68.2%)

명60
(64.5%)

명74
(73.3%)

명58
(70.7%)

명65
(71.4%)

명49
(67.1%)

명648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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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대부분은 대 후반부터 대까지의 젊은이들로 사회적 안전망으로도 중요한 10 20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등교거부 히키코모리를 겪은 후 야간중학에 입학하여 다. 
양한 연령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자신감을 되찾고 대학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 
활약하는 젊은이들 야간중학교 졸업 후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 
있는 중국 귀국자들 고령이 되어 입학한 후 정시제 야간 시간 등을 활용한 , , ( : 定時制
교육과정 고등학교 대학에 진학한 사람 등등 야간중학교는 배움의 장을 찾는 사람들) , , 
의 둘도 없는 배움의 장이 되고 있다.

야간중학교 졸업생5. 

소개한 바와 같이 야간중학교는 다양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야간중학교에서 배, 
움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젊은이들의 체험 발표를 소개하려고 한다.

씨 등교거부 경험자 남성 십대 때 도쿄도내 야간중학교 입학 년 월 야간(1) A ( , 2004 3
중학교 졸업 년 월 일 야간중학교 등의 전국 확충을 위한 국회 원내 심포지. 2014 8 1 ‘
엄 기록에서’ ) 

전략 저는 초등학교 학년 때 급우로부터 웃음거리의 대상이 된 것을 계기로 여름 방( ) 5 , 
학이 끝났을 때부터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 낯가림이 심해 입학 후 많은 아이. 
들 속에서 대화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 등교거부를 하게 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고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
다 저는 외동이라서 대화 상대는 오직 부모뿐이었습니다. .
중학교 입학식에는 갔었지만 교실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년 반 정도 한 번도 등, . 4
교하지 않은 채 부모님 이외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도 없이 졸업식을 맞이하였습니다, .
중략 야간중학교에 갈 것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와 대학에 가고 싶다고 생각( ) ( ) 

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첫 번째 반은 어르신들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저에게 . ( ) .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말을 걸어 주었지만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시가 끝나고 점심. 2
을 먹지 않고 돌아가는 저를 모두 아무 말없이 지켜봐 주었습니다 행사에도 전혀 참가하지 . 
못했습니다 년째는 또래의 다국적 사람들이 급우였습니다 년차부터 생활에 바쁜 사람들. 2 . 1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말하지 않는 저에게 싫은 얼굴을 하기는커녕 싫어질 정도 말을 . 
걸어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대로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 . 
가 듣고 싶다는 급우 친구들과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 
양호교사담임선생님 켄죠 씨의 협력에 힘입어 조금씩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야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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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국어 시간에 소리를 내어 읽을 차례가 왔고 마음속으로 그럼 읽어보, 
자고 생각했을 때 교실이 이상하게 조용해져 읽을 타이밍을 잃어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2
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소. . 
리를 내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략 방과후에는 저와 선생님 몇몇이 소프트볼을 했습니. ( ) 
다 중략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년째에 처음으로 저. ( ) , . 3
와 같은 또래의 일본인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생겨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말할 수 .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동교실과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고등학교에서는 금방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중략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 ( ) 
야구부에도 들어갔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 장래에 경영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일은 텔레. . , 
폰어포인터라는 것으로 전화로 영업하는 일입니다 그 곳에서 태양광 발전의 어포인트나 약. 
속날을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략. ( )

씨 태국에서 방일 년 월 도쿄도내 야간중학교 졸업 년 월 일 야(2) B ( . 1997 3 . 2013 8 18 , 
간중학교의 교육을 테마로 한 대화의 장 제 회 스피치 대회에서 테마 새로운 가능성, 2 . ‘
에 도전하고 싶다’)

전략 태국에서 일본에 와서 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왔을 때는 세였지만 지( ) 19 . 18
금은 세가 되었습니다 태국에 있는 것보다 일본에 있는 것이 더 길어진 것입니다 처음 37 . . 
왔을 때는 일본어를 전혀 말할 수 없었습니다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일본, 
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야간중학교에서 공부하게 됐던 것이 저에게 . 
정말 힘이 됐습니다.
제가 야간중학교의 아라카와 제 중학교에 입학한 것은 년으로 계기는 부모님이 야9 1995
간중학교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일도 하고 있었고 공부도 별로 .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귀찮았습니다 일본어도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만 내가 먼저 . , 
다른 사람에게 말 거는 것은 서툴러서 처음에는 얌전하게 있었습니다 주일이 지나니 완전. 1
히 익숙해졌고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다 저에게 잘 해주었기 때.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생님들에게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입장뿐만 아니라 친척처럼 학생. 
들을 잘 챙겨 주셨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는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거나 질문이 있으면 언. , 
제든지 물으러 오라고 하시거나 참 너무 잘 해 주셨습니다 국어에서는 선생님이 문장 쓰, . O
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사는 어디에 넣는지 동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장의 연결 . , , 
방법과 존칭의 사용법 등은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해 영역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 S



52    일본에서의 문해 성인기초교육의 전개와 과제

셨습니다 이야기와 옛날이야기 여러 가지 문장의 읽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 . 
음악의 세계도 펼쳐 주시고 드럼 치는 동작이나 기타 등 밴드도 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 . 
고민을 들어 주시고 상담해 주십니다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매우 즐거웠습니. . 
다 배구도 농구도 모두 즐겁게 밤늦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스포츠 담당은 저의 담임이며 . . 
가장 가깝다고 느끼고 있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매우 즐거운 년간이었습니다 다M . 2 . 
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 때 졸업한 것이 후회됩니다 졸. . 
업한 것은 년이며 그 때가 졸업생 기입니다1997 40 .
그 후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정시제인 아라카와공업에 입학하여 년간 공부했습니다 아4 . 
라카와공업학교에서의 공부는 제 중학교와 달리 매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공부 방법도 잘 9 . 
모랐고 어렵고 모르는 단어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실습 시간이 없었다면 졸, . 
업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틸 .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용접면허도 취득하였습니다 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시절부터 아. . 9
르바이트로 용접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접면허를 꼭 가지고 싶었습니다 학교 공부 외. 
에 용접 공부도 했습니다 합격됐다는 걸 알았을 때는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일을 할 수 있. 
겠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습니다 후략. ( )

학습권 보장을 위한 야간중학교 관계자의 노력. Ⅳ

전국에 야간중학 개설을 위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인권구제 주장1. 

현재 야간중학교는 전국 개 도부현 에 개교 밖에 없다 홋카이도 동북8 ( ) 31 . , , 都府縣
관동 중부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에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야간중학교가 없는 현에, , , , . 
서 도쿄나 오사카로 이사하는 사람이나 왕복 시간에 걸쳐 만 만엔의 통학 3 4 10 20
정기권을 사서 야간중학교에 원거리 통학하는 사람들도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실태를 . 
근거로 하여 전국야간중학교연구회 이하 전야중연 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 , )
한 사회적 활동을 실시해 왔다.

전야중연에서는 전국 각지의 자주 야간중학교와 의무교육 미수료자들의 협력을 얻
어 년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대하여 인권 보장 차원에서 전국 각지에 야간중학교, 2003
를 증설하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년 월 일 학령기에 . 2006 8 10 , ‘
수학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에 관한 의견서 를 국가에 제출하였다’ .

의견서는 학령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 미수료자는 국가를 상대로 교육의 장‘
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인정하고 전국 조사와 야간중학교 개설 등 실효성 있는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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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전야중연에서는 몇 살이라도 어느 지자체에 살고 있어도 어떤 국적이라‘ , , 

도 기초교육으로써 의무교육이 보장되는 것을 지향하고 모든 사람에게 의무교육을’ ,  ‘ ! 
세기 플랜 을 채택하였다21 ’ .
그러나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국가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에도 전국적으로 야간중학교 

증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주 야간중학교가 시를 상대로 야간중학교를 개설해 달라. 
고 요구하면 그것은 현 의 문제이니 현에 가서 요구하라 고 하고 현에 가면 개설‘ ( ) ’ , ‘縣
의 권한은 시에 있으니 시에 가서 요구하라 고 하며 서로 책임을 떠맡기는 상태가 계’
속되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에 야간중학교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야중연에서
는 년에 개최된 대회에서 법적 정비 를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2009 ‘ ’ .

의원 입법 성립까지의 행보2  

히키코모리의 젊은이와 새 이주민의 외국인들에게의 교육 지원 전국에 야간중학교 , 
개설의 필요성 등을 호소하는 가운데 결국 국회의원과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 
시작하여 의원입법 활동도 진전을 보였다.

년 국가 국회 전국야간중학교연구회 등의 움직임

년2012
년2014

전국야간중학교연구회와 초당파 국회의원과의 국회 원내 모임 회 개최3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 초당파 명에 의한 아다치구립 제 중학교 야간학급 등( 10 ) 4
의 시찰 년 월 일(2013 11 19 )

년2013
월11

국회의원 명이 야간중학교에 관한 질문 시모무라 문부과학 대신의 긍정적8 . ( ) 下村
인 답변이 있었음 야간중학교는 현에 교 필요 국세조사 항목 개선을 위한 (‘ 1 1 ’ ‘
노력 등’ )

년2014
월 일4 24 야간중학교 등 의무교육의원연맹 결성 자민당 하세 히로시 회장‘ ’ ( ( ) )馳浩

년2014
월 일7 3

교육재생실행회의 향후 학제 등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 제 차 제언 에서 의무교‘ ’( 5 ) ‘
육 미수료자의 취학 기회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른바 야간중
학에 대하여 그 설치를 촉진한다 고 명기’ .

년2014
월 일8 29

아이들의 빈곤 대책에 관한 요강에 대하여 각의 결정 야간중학교의 설치를 촉‘ ’ . ‘
진한다 고 명기’ .

년2015
월4

년도 예산 문부과학성 중학교 야간학급의 충실 개선을 위한 활동 사업 2015 ( ) : 
만엔작년 만엔 야간학급의 학습지도 학생지도의 개선 야간학급1000 ( 300 ) (a) , (b)

에 대한 홍보 강화 야간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각 지자체에 신규 설치에 관, (c)
한 검토 추진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중학교 야간학급의 진흥을 도모함‘

년2015
월 일4 30

월 일 문부과학성 중학교 야간학급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발표 도도 4 30 , ‘ ’ (
부현 구시정촌 의 실태조사 보고 전국에서 야간중학교 개( ) ( ) : ‘都道府縣 區市町村
설의 요구가 있음 자주 야간중학교에는 형식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배우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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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전국야간중학교연구회 작성 년 월 일 의무교육 확충 학습기회 충실에 관한 의원 입법 : ‘2013 8 3
성립을 위한 초당파 참가 국회 원내 심포지엄기록 에서’

교육기회 확보법 성립3. ‘ ’ 

년 월 일 국회에서 교육기회확보법 의무교육 단계에서 보통교육에 준하는 2016 12 7 , ‘ ’(
교육 기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이 성립되었다 초당파 국회의원의 열정 전국야간중) . , 
학교연구회 등 야간중학교 관계자의 반세기 이상에 걸친 끈질긴 노력과 활동이 있었기
에 이루어진 성과이며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기회확보법에는 의무교육 미수료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연령 국적 기‘ , 
타 놓여져 있는 상황에 관계없이 교육 기회가 보장되도록 한다 제 조 국가 지방공.’( 3 ), ‘
공단체는 교육기회 보장 시책을 책정해서 실시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 조치, 
를 강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문부과학 대신은 야간중학교에 취학기회 제공을 .’ ‘
포함한 사항에 대하여 기본 지침 을 책정한다 그 때에 관련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반. 
영하도록 한다 제 조 지방공공단체는 학교에서의 배움을 희망하는 의무교육 미수료.’( 7 ), ‘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야간중학교에 취학기회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의무를 진다 제 조 등의 문구가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무교육 미수료.’( 14 ) 
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년2015
월 일5 27

야간중학교 등 의무교육확충의원연맹과 초당파 자유학교 등 의원연맹 합동총‘ ’ ‘ ’ 
회 개최 하세 히로시 좌장 시안법안 제시. ( ) .

년2015
월 일6 4

야간중학교 등 의무교육확충의원연맹과 전국야간중학교연구회 공동 주최로 ‘6.4 
이번 국회에서의 의무교육 미수료자를 위한 법 성립을 기약함 국회 원내모임 ’ 
개최

년 2016
월 일12 7

국회에서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보통교육에 준하는 교육 기회의 확보 등에 관한 ‘
법률 성립’ .

년2017
월 일3 31

문부과학성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보통교육에 준하는 교육 기회의 확보 등에 관‘
한 기본 지침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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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제법령의 정비에 따른 교직원 배치의 충실 취학지원제도의 개선 국민에게 , , 
각 도도부현 마다 야간중학교협의회 의 조기 설치 등 다양한 과제에 대PR, ( ) ‘ ’都道府縣

한 대응이 국가 지자체민간 차원에서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야간중학교 개설의 움직임4. 

사이타마 현 가와구치 시와 치바 현 마츠도 시에서는 년 월( ) ( ) ( ) ( ) 2019 4埼玉 川口 千葉 松戸
에 공립 야간중학교 개설 방침이 정해졌다 또한 년 월 일 문부과학성이 . 2017 11 7 , 

년도 야간중학교 등에 관한 실태조사 를 공표했다 거기에는 새로운 개 지자‘2017 ’ . ‘ 80
체가 야간중학 개설을 검토 중 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교육기회확보법 은 부칙에서’ . ‘ ’ , 

정부의 법률 시행 후 년 이내에 시행 상황에 대한 검토본연의 자세의 재검토 필‘3. 3
요한 조치의 실시 를 요구하고 있으며 관계자에 의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야간중학교의 효과적인 및 상담창구 설치 및 효과적인 요구조사 실시각 지자PR (① 
체에서 야간중학교 개설의 움직임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취학 지원 연령 제한 철폐 법률에는 국가의 지원 대상이 학령 아동학생 뿐이다‘ ’ ( ‘ ’ .)② 
야간중학교에 충분한 교직원 배치와 연수 제도의 확립 전임교사가 명의 학교( 2 4 ③ 
도 적지 않다.)
각 도도부현에서의 야간중학교협의회 의 조기 설치와 민간단체의 참여 도도부현에 ‘ ’ (④ 
협의회 가 설치된 곳은 없으며 민간단체 등을 포함해도 아주 적다‘ ’ .) 

엘리베이터 설치 등 년도까지 국가의 취학 면제 유예 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1978 ‘ ’⑤ 
얻지 못했던 장애인 등을 배려한 엘리베이터를 완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주 야간중학교에 대한 공적지원 실시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⑥ 
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몇 만원의 시설 사용료를 부담하는 단체30
도 있다.)

국세조사 내용 개선에 의한 의무교육 미수료자 숫자 파악이 필요5. 

그러나 이상과 같은 의무교육 미수료자도 그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년의 국세조사에서는 미취학자수 학력 제로 는 명이었다 그러나 조사 2010 ‘ ’( ) 128,187 . 

항목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야간중학교 전교직원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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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된 전야중연은 초등학교 와 중학교 를 따로 구분하도록 국가에 요구해 왔다 그것, ‘ ’ ‘ ’ . 
이 실현되면 초등학교 졸업자 와 미취학자 를 합쳐서 중학교 미수료자 즉 의무교육 ‘ ’ ‘ ’ ‘
미수료자 로 파악되어 전체적인 숫자가 명확해 진다’ .

년 나카소네 수상의 국회 답변서에서는 의무교육 미수료자를 약 만1985 , ( ) 70中 根曽
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전야중연은 의무교육 미수료자가 . . 
백수십만 명은 되지 않나 추측하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는 국가에 시책 개선을 요구할 .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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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야간중학교의 설치추진과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문부과학성 에서‘ : ’

년 현재 전국의 야간중학교 설치 상황 개 도부현 개교2017 (8 31 )

설치상황 년(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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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고 자료【 】
월간 사회교육 년 월호 야간중학교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미래로 세키모1. 2014 10 “ , ”(
토 야스타카), 國土社

년 월 사회적 어려움을 사는 젊은이와 학습 지원 문해교육을 발전시키기 위2. 2016 8 “ -
한 기초교육 보장 제 장 공립 야간중학교 도쿄도 세키모토 야스타카-” ‘ 3 ( ) ’, 明石書店
생명에 국경은 없다 년 월 게이오기주쿠대학 출판회 가와무라 치즈코 편저3. “ ” 2017 2 ( ) 
제 장 야간중학교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기초교육을 세키모토 야스타카‘ 6 !’( )

월간 사회교육 년 월호 의무교육기회확보법 의 성립과 국가 지자체 민간단4. 2017 4 “‘ ’
체의 과제 세키모토 야스타카”( ), 國土社
도쿄도 야간중학교연구회 주년 기념책자 년 월 일 도쿄도 야간중학교5. ‘ 50 ’(2011 2 24
연구회 발행)
야간 중학교에서 배우는 귀국자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교육의 발자취 년 6. ‘ ’(2007 3
월 일 도쿄도 야간중학교연구회 귀환자교육연구부재일외국인교육전문부31 )
제 회 전국야간중학교연구대회 대회자료 년 월 제 회 전국야간중학교연7. ‘ 63 ’(2017 12 , 63
구대회 사무국 발행)
전국에 공립 야간중학교 개설을 지향한 인권확립 주장의 기록 년 월 일 8. ‘ ’(2008 12 4
전국야간중학교 연구회 발행)





모리 미노루 오사카교육대학교( )
신야 마키코 오사카산업대학교( )

                                                                                                                                                            이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일본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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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1. 

본 장에서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일본어교육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 
히 지역일본어교육이라 불리는 영역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지역일본어교육에 어떠한 . 　
의의와 역할이 있는지 그 중에서 중시돼온 관점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앞으로의 과제, , 
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일본어교육을 논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관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동화주의 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아는 바와 같이 ( ) . 同化主義
년에 제 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은 제국주의를 내걸고 한반도와 대만1945 2 , 

말레이군도 등에 황민화교육 국어 교육으로써 일본어교육을 실시하여 일본어를 보급, ‘ ’
하고자 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년의 한일합병부터 년의 해방에 이르기까지 . 1910 1945　
동화주의정책을 일관되게 전개해 왔다 일본어를 강요하는 것도 동화주의 정책의 중요. 
한 일환이었다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동화주의 정책은 기간이도 길었을 뿐만 아니라 . 
내용면에서도 가장 철저히 이루어진 것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일본어교육을 생각할 때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제외하고는 
논의할 수 없다 과연 일본에 의한 일본어교육은 동화주의를 극복하고 다문화공생을 . 
촉진하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이 필요. 
하며 어떠한 방법과 제도가 필요한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문해교육과 일본어교육을 어떻게 관련지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본서는 말. 
할 것도 없이 문해활동에 관한 책자이다 일본어교육 자체는 이 책자에서 주인공이라 .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일본어에 관한 기술이 필요없다고 하는 건 아니다 그 이유는 . . 
다음과 같다.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대학. 
교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유학생을 비롯해 생활이 비교적 안정되고 신분도 보장되어 , 
있는 등 사회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적으. 
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본어라는 새로운 언어의 학습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학습 능
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스스로 사전. 
을 찾을 수 있다 문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어와 어떠한 차이. ,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상력을 발휘하기 쉽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모국에서는 .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본사회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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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기 쉽다 일본어학습이라는 점에서도 기초적인 학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 
어떻게 배우면 좋은지 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본어학습에. 
서도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우리들이 일본어학습에 있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 즉 모국에서도 . 
교육에 관해 불이익을 받아온 사람들이 일본사회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기 쉽고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생활면에서도 불리한 경우가 . 
많다 일도 불안정하고 수입 등도 많지 않다 일본에서 일본어학교에 다니려면 수업료. . 
만 연간 만 만엔 정도가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이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50 100 . 
가 힘들다 본국을 나올 때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온 사람도 있다 그 중에는 인신매매. . 
처럼 일본에 온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 일본어학습을 지원할 때에는 문해. 
교육에서 축적해 온 지혜가 발휘되게 된다 이 책자에서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불리한 .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상의 두 가지 점들과도 관련이 있는데 학교형 일본어교육과 지역형 일
본어교육 중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일본어교육이 불리한 입. 
장에 있는 사람들에 주목한다면 그것은 학교형 교육이 아니라 지역형 교육이 될 것이
다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으로서 외국에서 일본에 온 사람들을 응원하고 시민으로서 . 
함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 

또 외국인 학습자는 본 책자에 소개된 문해학급과 야간중학교에도 많이 있다 그들. 
에 대한 일본어학습지원은 거기에서의 교육활동의 하나로써 자리매김 되어 있지만 본 , 
장에서는 지역일본어교실 이라 불리는 장에서의 지역일본어교육 지역일본어활동 을 ‘ ’ ‘ ’ ‘ ’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위의 세 가지 관점에 입각해 논하기 전에 또 하나의 전제로써 재일외국인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년말 현재 일본에 있는 재류외국인은 만 명으로 전년말에 비해 만 2018 , 273 1,093 16
명 이 증가하여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국적별로 보면 위는 중국 9,245 (6.6%) . 1 764,720

명 재류외국인 중 이하 동일 위 한국 명 위 베트남 ( 28.0%, ), 2 449,634 (16.5%), 3
명 이하 필리핀 명 브라질 명 네팔 330,835 (12.1%), 271,289 (9.9%), 201,865 (7.4%), 

명 순이다88,951 (3.3%) . 
자신의 의지로 혹은 정치적 이유나 가족 사정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국을 ,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주한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주. 
한 나라의 언어 즉 제 언어의 획득이 필수불가결하다 국제인권규약 과 이주노동자, 2 . ‘ ’ ‘
의 권리보호조약 이주노동자에 관한 조약 등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어떠한 이유라 ’, ‘ ’ , 
하더라고 어떤 나라에 살고 있더라고 모어를 사용할 권리와 함께 이주한 나라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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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우고 획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일본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일시적인 체류자가 아닌 장기간, , 

혹은 평생을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생활인으로서의 외국인 문화청 이라 불리는 , ‘ ’( )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과 일본어학습지원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장의 집필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역이다 관서. 
지역에서는 피차별부락의 교육과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사회적 약자를 , 
위한 인권교육의 이념이 뿌리내리고 있어 그것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지원
체제 등에도 계승되고 있는 점이 있다 다음의 사례들은 관서지역이 중심이 된다는 점. 
을 밝혀둔다. 

외국인과 일본어교육2. 

본 장에서 다루는 것은 일본국외에서의 일본어교육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생활인으‘
로서의 외국인 의 일본어교육이다 한마다로 생활인으로서의 외국인 이라 하더라고 거’ . ‘ ’
기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포함되어 있다. 

올드커머 와 일본어교육(1) (old commer)
국내에서의 일본어교육은 국가에 의한 언어정책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제 차 세계대전 전과 대전 중에 일본에 와서 그대로 일본에서 살게 된 재일한국. 2
인을 비롯한 올드커머 라고 불리는 외국인이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어 보장도 ‘ ’ . 
제 언어로써의 일본어 보장도 국가로서 실질적으로 해 오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오사카2 . 
에는 야간중학교와 문해학급이 있었기 때문에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
었으나 근처에 야간중학교나 문해학급이 없다거나 있더라도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에, 
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소외된다 학습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고령. 
인 여성들이 남편과 자녀돌보기 등 가사일에서 해방되어야 배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들 올드커머가 지역일본어교실에 와서 배우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오. 
사카 시내에는 야간중학교 졸업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피차별부락의 문해와는 별도로 
문해 일본어교실이 공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읽기쓰기 교실 이라고 불. ‘ ’
린다 올드커머들은 적어도 일본어의 일상회화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 . 
교실 명칭에 문해 나 읽기쓰기 가 들어가지 않은 일본어교실 에 올드커머들이 가는 ‘ ’ ‘ ’ ‘ ’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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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커머 의 배경과 일본어교육(2) (new commer)
그렇다면 제 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년대 이후에 일본에 온 뉴커머들의 경우2 , 1980

는 어떠할까? 　
　

일본에 온 외국인들의 배경과 그들에 대한 일본어교육 상황에 큰 변화가 보이는 것
은 년대경 부터이다 그림 처럼 예를 들어 년에 중국과 일본의 국교가 회1970 . 1 , 1972
복되어 그 이후에 중국귀국자 소위 중국잔류일본인 중국잔류부인 중국잔류고아‘ ’, ‘ ’, ‘ ’, ‘ ’ 
및 동반가족과 그들의 초청된 가족 세까지 가능들이 일본에 많이 오게 되었다 그리(3 ) . 
고 년에 중국귀국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중국귀국고아정주촉진센터 가 개1984 ‘ ’
설되어 체계적인 일본어교육이 실시되었다 또 베트남전쟁이 종결되는 전후에는 베트. 
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국에서 많은 난민들이 일본에 들어왔다 년에 가나가와, , 3 . 1979
현 야마토시와 효고현 히메지시에 정주촉진센터가 개설되어 일본어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들 난민들에 대한 일본어교육은 조약난민 및 제 국 정주난민에 대한 일본어교육사‘ 3
업 으로써 현재도 문화청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도로 정착’ . 
을 위한 생활지원과 언어정책으로써 일본어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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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또 대학과 일본어학교에서 배우는 유학생9)은 년경부터 증가하였다 년에 1970 . 1983

당시의 나카소네 총리는 년까지 만명의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유학생2000 10 ‘ 10
만명계획 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한 후 현재 년까지 유학생수 만명 달’ . , 2020 30
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사람들처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일본어교육이 보장되어 교
육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적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국가가 제 언어 보장은 2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년경부터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특히 농어촌에서1970
는 결혼대상자의 여성들이 부족한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외국 여성과의 결혼 사업이 . 
지방자치체와 업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년대에는 흥행 이라는 재류자격비자로 . 1980 ‘ ’
엔터테이너로서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여성들이 일본에 많이 들어왔다 그‘ ’ . 
녀들은 술집 등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들과 이야기 하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일본어 단어와 간단한 일상회화를 익히게 된다 그리고 일터에서 일본인 남성. 
과 만나 결혼해 아이를 낳고 일본에서 살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정식으로 일본어. 
를 배운 적이 없는 그녀들은 일본에 와서 년이상이 지난 지금도 읽기쓰기를 하지 20
못 하고 자신의 집 주소도 못 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년, 1989
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이 개정되었다 년 시행 그로 인해 일본인의 자손 ‘ ’ (1990 ). 
인 일본계 세까지는 취업규제가 없는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의 비자를 받아 3 ‘ ’ ‘ ’
거의 무조건으로 정주가 인정되었으며 단순노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계 남미인. 
들은 브라질과 페루에서 많이 들어와 자동차산업이 번성한 나고야등의 도카이지방 등
에 많이 거주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 읽기쓰기를 비롯한 일본어습득과 함께 . 
자녀들의 미취학 문제 및 진학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입국관리법의 개정에 의해 년에 연수 기능실습제도 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특1993 ‘ ’
히 아시아의 발전도상국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연수 비자로 연수생 . ‘ ’ 1
년 특정활동 비자로 기능실습생 년 합계 년의 체류가 인정되었다 명목상으로는 ,  ‘ ’ 2 , 3 . 
기능습득이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임금 노동력으로써 중소기업 등에 이 제도가 
활용되었다 년의 입국관리법 개정 년 시행 때에는 기능실습제도로 일원. 2009 ‘ ’(2010 ) ‘ ’
화되어 기능실습 이라는 재류자격이 만들어졌다 또한 년에는 기능실습법 이 시‘ ’ . 2017 ‘ ’

9) 대학에서 배우는 경우는 유학 일본어학교에서 배우는 경우는 취학 이라는 재류자 ‘ ’, ‘ ’
격이 있었지만 년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개정 년 시행에 따라 , 2009 ‘ ’ (2010 )

유학 으로 통일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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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외국인기능실습기구 가 만들어져 관리단체에 대한 감독이 엄격하게 이루어지, ‘ ’
게 되었다 한편 최장 년이였던 실습기간이 년으로 연장되어 노동력으로써의 성격. , 3 5
이 보다 강화되었다 기능실습생에 대한 일본어교육은 입국 전의 모국에서의 교육이 . 
교사의 일본어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등 교육의 질이 전혀 보증되어 있지 않았다, . 
또 입국 후에는 일본어교육을 실시하는 책임이 있는 관리단체가 일본어교육에 대해 지
식도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을 고용하여 가르치게 하는 사례도 보고되어 있다 그 중. 
에는 무료인 지역일본어교실에 관리단체와 기업이 실습생을 몇 명씩 차로 데리고 와서
는 부탁드립니다 라고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일본어교육에 관한 책임뿐만 아‘ ’ . 
니라 고용주에 대한 실습생의 과중한 노동의 강요 임금 미지불 폭력 등 심각한 문, , , , 
제가 있으며 유엔의 자유권규약인권위원회와 미국국무성으로부터 인신매매이며 개선‘
이 필요하다 는 권고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의 개혁은 물론 고용주와 ’ . , 
지역사회의 의식 개혁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도 년부터 경제연계협정 에 의한 간호사 간호복지사를 받아들이게 2008 (EPA) , 
되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서 후보자들이 일본에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일, , . 
정한 일본어교육을 받은 후에 병원 등 현장에서 실습하면서 국가시험을 받는 제도로 
시험까지의 기간은 간호사가 년 개호복지사가 년이다 일본어로 된 어려운 전문용3 , 4 . 
어와 어려운 한자로 인해 정해진 기간내에 합격하지 못 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이상은 일본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힘든 상황에 놓여있고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어교육도 외국인이 처한 이러한 상황들을 변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과 인권침해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것, 
이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는 과거의 동화주의를 생각할 때 좌시할 수 없는 일이. 
다 동화주의는 문화가 부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근저에 있는 인권도 부. 
정되기 때문이다. 

지역일본어교육의 현재3. 

지역일본어교육의 등장 1)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특히 생활인으로서의 외국인, , ‘ ’

문화청 모두에 대해 공평하게 일본어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는 존재하( ) 
지 않는다 외국인은 일본어교육을 받는데 있어서도 재류자격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국에서 다른 나라로 생활거점을 옮긴 생활인로서의 외국인 에게 있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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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한 곳의 언어 즉 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긴급. 2
한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생활인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교육, ‘ ’
은 지역일본어교육 이라고 불리는 지역거주의 외국인 에 대한 기초적인 일본어와 , ‘ ’ ‘ “ ”
생활정보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활동 이케카미 년 에 , ’( , 2007 )
의해 유지되어 왔다 일본 각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을 대상으로 . 
한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지역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일본어교실 즉 지역일본어“ ”, “ ” , ‘
교실 이 개설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어학습지원활동을 ’ . 
지역일본어교육 이라 불리게 되었다‘ ’ . 
지금까지 일본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주로 대학과 일본어학교에서의 교육실천 속에

서 개발되어 왔다 그리고 지역일본어교실에서도 이들 대학과 일본어학교라는 공적 교. 
육의 장에서 사용되는 내용과 방법을 적용시켜 왔다 그러나 근래의 일본어교육학에서. 
의 지역일본어교육연구에서는 일본어학습을 주목적으로 하는 학교형 일본어교육,  ‘ “ ” ’
이시이 년 의 내용과 방법은 지역일본어교육이라는 문맥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 , 1997 )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현재는 이러한 담론이 주류가 되고 있다. .  

학교형 일본어교육과 지역형 일본어교육2) ‘ ’ ‘ ’ 
대학과 일본어학교를 대표로 하는 공교육으로써의 일본어교육의 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학교형 교육이라고 하는 경우 그 수업형태는 교실에서 한명의 교사와 다‘ ’ , ‘
수의 학습자 라는 일제수업방식이 채용된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전형적이고 진정한 ’ . 
교육 방법으로는 오디오링걸 교수법 과 직접법 문형 문법 축적식 실라버스‘ ’ ‘ ’, ‘ ( ) ’ 

의 조합에 의한 교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야마구치 년 사사키 (syllabus) ( , 2003 , 2006
년 일본어교육학회 년 외 특히 외국어와 제 언어의 입문 초기교육에서 사용되, 2005 ). 2
는 방법의 왕도라 할 수 있다. 

오디오링걸 교수법이란 년대에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을 ‘ ’ 1950
배경으로 미시건대학의 프리즈에 의해 고안된 언어학습 교수법으로 미국의 군인들을 , 
대상으로 한 외국어교육에 사용되어 아미 메소드 라 불리기도 한다 이 교수법에서는 ‘ ’ . 
이론이나 설명으로 언어구조를 이해하고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 프, 
랙티스라고 불리는 구두연습을 반복하는 동안 습관으로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문장패턴
을 암기하여 언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언어교육이론이다 외국어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 
입문기와 초급단계 교육에 우세하다. 

또 직접법 이란 학습자의 모어와 매개어에 의한 설명 없이 학습언어 일본어교육의 ‘ ’ (
경우는 일본어 에 의한 설명만으로 그 언어의 습득을 꾀하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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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교수법과 병용할 수 있는 것이 문형축적식 실라버스 문법 실라버스‘ ’ ( , 
문형 실라버스 이다 이것은 문형 문법 을 기준으로 해서 실라버스가 구성되어 단순한 ) . ( )
문형에서 복잡한 문형으로 학습이 지행되어 간다 그 때 지금까지 학습한 항목은 학습. 
자가 이미 습득하고 있다는 것이 암묵적인 전제로써 수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매일 수. 
업이 이루어지는 집중코스와는 다르게 일주일에 한번 시간 의 지역일본어교실에서는 (2 )
학습한 것이 축적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교육디자인이 달라야 하는 것. 
이다.

지역일본어교실에서는 지원자가 일본어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커리큘럼이 고, 
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교실활동 시간과 횟수가 적다는 점 등에서 일제수업의 학, ‘
교형 이 아닌 소인원 그룹이나 일대일 형태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 
따라서 학교형 이 바람직하지만 전문적인 인재 부재와 제약된 시간으로 인해 어쩔 수 ‘ ’
없이 지역형 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은 지역형 의 본질은 다른 곳에 ‘ ’ , ‘ ’
있다. 

지역형 일본어교육의 본질 일본어 연습의 장 에서 인권보장을 목표로 한 3) ‘ ’ : ‘ ’ ‘
사회참가의 거점 으로’

지역형 일본어교육의 장점은 무엇일까 제 언어교육의 지향점은 국가가 예산을 확‘ ’ . 2
보해서 뉴커머가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도록 일본어교육의 전문인재를 고용하여 최소한
의 일본어 습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교육보장에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 , 
은 국제조약 등에서도 보장된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그러한 기초교육보장이 없다는 것.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외국인에 대한 확실한 학교형 기초교육제도를 추구. ‘ ’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사회가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 , 
른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공생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일본어습득만으, 
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일본어교실은 단순히 일본어를 공부하는 곳 연습하는 곳이 아니다 그 지역에 , . 
살고 있는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 교류하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의 장 인 것이다 예‘ ’ . 
전에 오사카부에 있는 토요나카 국제교류협회는 일본어교실에서 학습자에게 설문조사
를 한 적이 있다 어디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 ‘ ?’ ‘
곳 즉 일본어교실에서만이라고 응답했다 일본어교실에서 일본어를 배워 실생활에서 ’, . 
사용하도록 준비해도 일과 가사 때문에 바빠서 일본어를 쓸 시간이 없거나 일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본인 지인이나 친구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외국인을 둘러싼 . 
현실이다 일본어교실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장으로써의 .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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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토요나카 국제교류협회는 가르치지 않는 일본어교실 을 목표로 했으며 토요‘ ’ ‘
나카 일본어 교실에서는 일본인과 외국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모이는 학습활동방법을 ’ 
고안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기 시
작했다 예를 들어 토요나카 일본어 에서의 학습자인 필리핀과 태국 등 아시아에서 온 . ‘ ’
여성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서 자신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가. ‘
르침을 받는 입장이였던 그들이 가르침을 주는 쪽으로 바뀌었다 객체 였던 사람들’ , ‘ ’ . ‘ ’
이 주체 로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일본인과 외국인이 대등한 입장이 될 수 있‘ ’ . 
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다른 프로그램도 생겨났다 출산을 앞둔 외국인 여성들의 불. . 
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산을 앞둔 일본인 여성들도 함께 모여 임신과 출산에 관한 
고민들을 서로 나누고 조언을 받는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서는 일본인과 외국. 
인이 출산과 양육이라는 같은 과제를 공유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가까운 존재가 
된다.

이처럼 지역일본어교실에서는 일본인 가르치는 사람 외국인 가르침을 받는 사람‘ = ’ ‘ = ’
이라는 관계성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관계성이 서로 바뀌어 , 
학습지원자인 일본어 자원봉사자에게도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서로가 파트너에게 관. 
심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상호학습 및 협동학습을 해 나간다 이 점은 문해학급에서도 . 
중시해 온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어교실은 그들이 지닌 많은 어려운 점을 들을 수 있는 창구 역
할을 한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 온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은 일상생활에. 
서 쓸 수 있는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소망 속에. 
는 그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안심하고 살 수 있. 
는 집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 집을 빌려주지 . 
않는 집주인이 매우 많고 빌려주는 경우에도 일본인의 보증인이 필요하다 또한 오래 .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안심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바로 . 
찾는 경우도 드물다 외국인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 
정체성의 문제도 있다 일본에서 아이들이 태어나 양육을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부모를 .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부모에게 일본어로 말해 봐 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 ‘ ’ ‘
꿔줘 이런 민족적인 옷은 입기 싫어 등등 불평을 말한다 생활이나 양육과 관련된 ’ ‘ ’ . 
지원체제를 주장하고 싶어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지역일본어. 
교실은 그들을 일본사회가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문. 
해학급에서 학습자가 글을 읽고 쓰기 시작하면서 사회참가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사회
를 바꾸는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과 겹쳐진다.

외국인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 중에는 이러한 생활보장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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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자신들의 과제로 생각하여 일본어교실을 개설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의 경우 지역일본어교실은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는 장소 로만 머물러 있, ‘ ’
다. 

지역일본어교실의 활동내용과 방법4) 

교육내용과 교재의 재작성(1) 
전술한 바와 같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교육과 비교할 때 지역일본어교실은 

후발주자이고 따라서 크게 뒤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내용과 교재에 있어서도 . 
학교형 일본어교육 형태를 지속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수업이 일주일에 시간 정도‘ ’ . 2
밖에 없는 지역일본어교실에서 일본어능력시험 중  이나 의 시험에 대비해 공부N1 N2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능력시험에 대한 수험대책에 힘쓰. 
는 교실도 적지 않다 또한 우리들의 일본어 라는 교재는 실력 향상에 맞추어 학습이 . “ ”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많은 지역일본어교실에서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정주외국인의 생활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확산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래서 문화청이 설치한 일본어교육소위원회는 년에 생활인로서의 외국인 에 2010 ‘“ ”
대한 일본어교육 표준적 교육내용 안 을 발행하고 그 후에 교육내용 안 활용을 ( )’ , “案
위한 가이드북 교재사례집 일본어능력 평가에 대해 지도력 평가에 대해 지”, “ ”, “ ”, “ ”, “
침서 로 구성된 교육내용 안 점 세트 라고 불리는 것을 제안했다” ‘ 5 ’ . 

교육내용 안은 문형 축적이 아니라 테마에 따라 내용이 편성되어 있어 단어를 몇 
개 외운다거나 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가 아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를 목표로 ‘ ’
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의 유럽언어공통참조틀. ‘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의 생각과 비슷한 것이다Reference Languages: CEFR) . 
교육내용 안 점 세트 는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문화청은 그것을 바탕으로 ‘ 5 ’

각 지역의 교실에서 그 지역에 맞는 활동을 고안하고 운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교재에 관해서는 최근에 지역일본어교실용 교재도 많이 출판되고 있다 그 외. 

에 문화청의 일본어교실 컨텐츠 공유시스템 에서는 위에서 말한 교육내용 안‘ NEWS’
을 비롯해 문화청의 위탁을 받아 일본어교실 등이 개발한 교재를 업로드하고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예산이 없는 지역일본어교실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한 . 
컨텐츠 사이트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일본어교실이 축적형 교육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 ’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축적이 아직 한정적이라는 점도 있어 지역일본어교실 . 
중에는 축적형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나 일본어능력시험에 대비한 문제집을 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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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도 아직 많다 현재 외국인의 일본어능력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시험으로써 가장 . 
넓게 유포되어 있는 것은 일본어능력시험‘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이다 능력시험의 등급은 에서 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이 가장 높은 등JLPT) . N1 N5 N1
급이다 의 시험문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고 이 시험에 합격하. N1
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시험공부를 필요로 한다 생활보장과 인권보장으로 연결되는 구. 
체적인 교재들이 다수 만들어지고 새로운 계통을 가진 교육내용 작성과 그에 입각한 
일본어능력평가 척도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어교육인재의 육성(2) 
일본어교사의 육성에 관해서는 문화청이 년에 제시한 일본어교육을 위한 교원2000 ‘

양상에 대해 를 기본지침으로 하여 대학 등의 일본어교사 양성과정에서 실시되어 왔다’ . 
그러나 기관에 따라서는 교육실습을 실시하지 않거나 생활인으로서의 외국인 에 대응, ‘ ’
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하지 않는 등 각 기관마다 교육의 내용에 큰 차이가 있어 문
제시되어 왔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년부터 일본어교육소위원회에서는 교사 양. 2016
성과 연수에 관해 재검토를 실시하여 년 월에 일본어교육인재의 양성 연수에 , 2018 3 ‘
대한 보고서 를 펴냈다’ . 

지역일본어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비전문가인 자원봉사
자이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존재는 중요하지만 교육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전. 
문가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의 개정으로 지역일본어교육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코디네이터라는 직
업이 일본어교원의 범주에 자리 잡게 되었다 지역일본어교육에서는 교실의 관리나 운. 
영을 맡고 있는 코디네이터 의 역할이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 오랜기간동안 알려져 왔‘ ’
는데 이번에 전문직으로써 자리매김된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코. 
디네이터가 일본어교육의 전문가로 자리 잡음으로써 외국인의 생활과 인권을 보장하는 
전문가로써의 위치는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코디테이터 한 사람이 교실운영을 맡. 
는 듯한 이미지가 확산되는 것도 문제이다 본래 학습자야말로 교실의 주역임에도 불. 
구하고 학습자는 운영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 자원봉사자들마저도 운영의 의사결정. 
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실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 등 개인이 아니. ‘ ’ , 
라 조직에서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관서지역에서는 일본어교실 뿐만 아니라 문해학급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 
어학습을 하고 있다 그 곳에서의 코디네이터는 대부분 일본어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지. 
만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그 이유는 문해학급이 대부분 운영위원회에 의해 실시되어 . 
왔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는 지역운동단체 대표 행정담당자 학습 파트너자원봉사자. , , ( ) 



72    일본에서의 문해 성인기초교육의 전개와 과제

대표 학습자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코디네이터로서의 자질을 , . 
갖춘 사람들이 육성되고 있다 외국인의 인권보장과 생활상담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시. 
민단체와 연계하는 교실도 있다 지역일본어교실만으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에 대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어교육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 
인권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와의 연계가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지역일본어교실의 실천4.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는 일본어교실을 소개하
고자 한다 그것은 오사카후 야오시에 있는 타카사고 일본어교실이다 피차별부락 옆에 . . 
있는 약 세대가 사는 타카사고 단지가 있다 오사카부가 운영하는 그 단지에는 , 900 . 
중국에서 귀국한 사람들이 세대정도 즉 전체 세대수의 넘게 차지하고 있다100 , 10% . 
타카사고 일본어교실은 그 사람들의 배움터로써 출발했다 이 교실은 년에 개설. 2005
되어 년넘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10 .

교실이 시작된 발단은 다음과 같다 다음 문장들은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책자. 
의 내용에서 어휘나 개인명 등을 조금 고쳤음을 밝혀둔다. 

우리집에 중국사람이 읽어달라고 서류 같은 걸 들고 왔어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 .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했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
피차별부락의 문해학급에서 배우고 있던 학습자가 문해학급에서 이런 말을 하기 시
작했습니다 언제나 명랑하고 장난도 잘 치는 학습자였는데 그 때는 정말 심각한 얼굴. 
을 하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네‘ ’
열심히 말씀하시는 그 분의 말을 듣고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문해교실에 와 있던 선생님과 야오중학교 야간학급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일본어교실
을 개설할 방법이 없는지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의한 결과 이야기는 순조롭게 진전되었습니다 특히 복지위원회 분. 
들에게는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준비를 위해 모였을 때는 명 이상이 오신 적도 . 30
있었습니다.   

년 월 일에 타카사고 일본어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일본2005 5 29 . 
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중국 유학생들에게도 부탁해서 그들도 교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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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실에는 타카사고 일본어교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섯 가지 라는 지침서가 ‘ ’
있다 현재 그 내용은 조금 바뀌었지만 여기에서는 교실이 시작된 지 년 뒤에 처음으. 6
로 쓰여진 년 월 현재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1 4 . 

타카사고 일본어교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섯 가지
년 월2011 4

타카사고 일본어교실은 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실이 목표로 하는 것을 2005 . 
명확히 해서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해 다음의 문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  
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갑시다.

중국인들이 일상생활과 일에 필요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장소입니, ① 
다.
태어나 자란 장소와 다른 외국에 오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웃과.　
의 관계 장보기와 이동 주택과 일 등 많은 일들이 잘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매일 매일, , , 　
의 삶이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타카사고 일본어교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상의를 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타카사고 공영주택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다양한 자치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돕습② 
니다.
타카사고 일본어교실의 주요 학습자들은 타카사고 공영주택에 사는 분들입니다 타카사.　
고 공영주택에서 이웃들과 즐겁게 살고 자신들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치회 활
동이 활발해져 중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카사고 . 
일본어교실에서는 자치회활동이 활발해지도록 그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겠습　
니다.

일본어와 관계없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지향합니다.③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자. 　 　
신이 일본어를 못한다고 무시당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일본. . 
어를 잘 하든 못 하든 우리들은 한사람 한사람이 생활인으로서 일하고 장을 보고 아이들을 
기르고 여러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긍지를 가져야 하는 일. 　
입니다 타카사고 일본어교실은 일본어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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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를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안심하고 교실에 와서 대화할 수 있는 편안④ 
한 장소가 되고 싶습니다.
일본어를 처음부터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는다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닙니다 타카사고 일본어교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와서 편안함을 느낄 . 
수 있는 장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카사고 일본어교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 유학생과 유학생 출신이었던 사람들도 교실에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서로가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배우는 전체학습회 를 열고 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함께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성장과정이나 체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 　
니다 타카사고 일본어교실에서는 필요에 따라 전체학습회를 열어서 우 리들이 공통적으로 .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기쁜 일 등을 함께 나누면서 심화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능력시험 등을 보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교실이 아닙니다‘ ’ .※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개설한 교실이기 때문에 일본어능력시험 등에 합격하는 것‘ ’ 
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자격시험 등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 
수 있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시간 공부로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도 매일 , . ２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시험에서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일본어능력시험 에 합격하는 . ‘ ’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실에서 배울 것을 권하고 있습니
다.　

이와 같은 지침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교실에서 배운 사람들 중에서 단지, 
내의 자치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또한 학습자가 가르치는 쪽으로 바뀌기도 . ‘ ’ 
하였으며 중국에서 온 귀국자들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

물론 이 교실이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일본어교실이 무. 　
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교실이 생긴 것은 인접한 피차별부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문해운동이 있었.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해의 이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 
여 타카사고 일본어교실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지침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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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본어교실의 과제와 전망5. 

지역 일본어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하고 이번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일본어교육추진법의 전국적으로 완전한 실시1) 
년 월 일 일본어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 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2019 6 21 , ‘ ’

어 성립하였다 오랫동안 공동연구자들과 함께 일본어교육보장법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 
법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이다.

제 조에는 일본어교육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로써 1 ‘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활력있는 공생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외국과의 교
류 촉진 및 우호관계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 

제 조에서는 이 법률에서 외국인 등 이란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 및 일본 국적을 2 ‘ “ ”
가진 자를 말한다 라고 일본국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
하고 있다. 

제 조에서는 일본어교육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에 대해 그들의 희망과  3 ‘
처해있는 상황 및 능력에 맞게 일본어교육을 받을 기회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해야 한
다 라고 하여 일본어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 

제 조에서는 외국인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중략 일본어학습에 관한 지원에 힘6 ‘ ( ) 
써야 한다 라고 기업의 책임도 명확히하고 있다’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률은 많은 문제들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활력 있는 공생사회의 실현 에 대해 명기하여 동화주. ‘ ’
의를 극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행정은 물론 기업도 협력해서 국적에 관계없. 
이 일본어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의 실천이다 일본의 법률체계는 지금도 내외국인 평등. 
의 원칙 즉 일본국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고 , 
보기 어렵다 내외인 평등의 원칙은 일본도 비준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중요. 
시되고 있는 원칙이다 인권의 평등한 보장이 없는 곳에서 다문화공생 등을 말한다한. 
들 어디까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논하고자 . 
한다.

법률 제정이 학습권 보장의 근거가 되면 좋지만 일본사회로의 동화나 배제의 도구가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국의 분의 은 일본어교실이 없는 일본어교실공백지. 2 3 ‘
역 이다 그것을 해소하여 어디에 살고 있든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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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동화주의를 초월한 일본어교육의 확립2) 
또 하나의 과제는 동화주의를 초월한 일본어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제도 등, , , , 

을 확립하는 것이다 확립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각 지역의 실천에서 몇 . 
가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동화주의를 초월하는 데에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이 필수불가결하다는 , 
점이다 내 외국인 평등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다문화공생을 . 
외쳐도 그것은 동화주의에 빠지기 쉽다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알아도 이를 건의하. 
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급 시민 의 입장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외‘2 ’ . 
국인의 인권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인
권확립과 연계하여 일본어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참가 활동을 중시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주역이 되는 길. 
은 사회참가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교실에서 책상 위에 교과서를 펴놓고 배우기만해서. 
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힘을 키울 수 없다 이것은 언어학습의 기본과도 . 
상통되는 부분이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 
일상생활로부터 언어만을 배운다고 해도 그것은 언어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어렵거나 왜곡된 학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로 이러한 방향성에 입각해서 다문화공생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권보장과 사. 
회참가가 없는 다문화공생은 흥미로운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매몰되기 쉽다 예를 들. 
어 일본어교실의 경우 벚꽃이나 후지산 등 일본문화라고 불리는 것을 외국인에게 가, 
르치고 외국인으로부터는 그들의 나라나 지역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등의 상호교류로 ,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개인의 학습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의 . 
도움을 받으며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야말로 다문화공생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다문화. 
공생을 위한 활동이 일본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일본인의 인권확립도 촉구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관련된 일본인들의 인생도 풍요로워 진다.

문화청이 제안하고 있는 커리큘럼 점 세트 는 국제적인 문해의 흐름에 비추어 볼 ‘ 5 ’
때 년대에 제창된 기능적 문해와 비슷하다 기능적 문해 는 년대의 교양1960 ‘ ’ . ‘ ’ 1950 ‘
주의적 문해 를 뛰어넘는 것으로 중시해 왔다 일본어교육에 있어서도 이나 등 ’ . N1 N2 
일본어능력시험 중심의 일본어교육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한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기능적 문해 를 넘어서 년대에 등장한 파울로 ‘ ’ 1970
프레이레에 의한 비판적 문해 라는 관점과도 상통된다 사회참가와 인권확립은 일본어‘ ’ . 
교육을 동화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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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본어교육에 관한 연구와 조사3) 
지역일본어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실시하는 기. 

관으로써는 일본어교육학회 국립국어연구소 등이 중심이 되고 일본어교육 연구자들의 , 
연구도 필요하다.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활 건강 복지 노등 등 외국인의 인권과 생활보장을 , , , 
중시하는 조사인가 아닌가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공생이라는 이념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인권보장과 사회참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없는 곳에서 다. 
문화공생을 외쳐도 그것은 그림에 그린 떡에 불과할 것이다 단순히 일본어교육과 일. 
본어능력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활실태 및 인권보장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
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연구 영역은 일본어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제도 등 다방면이 되어야 할 것, , , , 
이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나 등 일본어능력시험의 문제점의 하나는 듣. N1 N2 ‘
기 읽기 를 기본으로 해서 그 외에 문법적 사항이 포함된 시험이라는 점이다 시민’, ‘ ’ . 
의 한사람으로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쓰기 와 같은 자기표현 학습은 필‘ ’, ‘ ’
요하지만 시험 내용에는 어떤 인간을 육성하고 싶은가의 이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 
한 외국인이 시민으로서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진단방법이 개발되
어야 한다 일본어교육소위원회에서 일본어교육의 표준 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 ‘ ’
는데 그러한 점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을 기대해 본다. 

사회적 배경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본래 일본에서는 국민들의 문해능력. 
조사가 년간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문해능력조사를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써 60 . 
외국인과 관련된 과제도 명확히 조사되어야 한다.

이상 본 장에서는 동화주의의 극복 문해교육과 일본어교육과의 연관성, , , ① ② ③ 
학교형 일본어교육과 지역형 일본어교육의 관계성 등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동화주의의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어교육의 제도 . 
확립을 위해 특히 지역일본어교육을 중점으로 일본사회에 인권확립을 목표로 한 활동
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제기에 그친 면이 있지만 제 언어교육의 진전에 기여할 것을 . 2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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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의 역사. Ⅰ

구 학교제도와 취학 상황 1. 

일본에서는 일본의 말을 만엽집 에도 볼 수 있듯이 ( )万葉集 만요가나( 한자의 :万葉 名仮
음을 차용한 문자)로 표기하는 것과 함께 공문서 등은 한문의 양식으로 적었었다 불. 
교의 전래도 경전 등을 통해 한자의 보급을 가져왔다 세기 무렵에는 일본의 말을 표. 9
기하는데 있어서 우선 한자의 일부분을 취해서 만들어진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에서 , 
파생된 히라가나가 사용되었고 특히 여성들이 히라가나를 잘 사용하여 세기 말부터 , 10

세기에 걸쳐 마쿠라노소시11 “ (枕草子 나 겐지모노가타리)” “ ( )源氏物語 등의 문학 작품이 ”
쓰여지게 되었다 문자의 발달은 언어 그 자체에도 영향을 주어 글자에서 생성되는 숫. 
자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도 일찍부터 쓰기 읽기가 기초교육으로써 중시. , 
되었다.

세기에 일본에 체류했던 루이스 프로이스16 (Lu s Fr is 는 유럽 문화와 비교하여) , 
우리 아이들은 먼저 읽기를 배우고 그 다음으로 쓰기를 배운다 일본의 아이들은 먼‘ . 
저 쓰기부터 시작한 후 읽기를 배운다 역서 라고 쓰고 있다.’(Frois, 1991, pp.64-65) . 
이것은 좀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의 기초교육에서는 습자, (習字를 중시하)
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한 교육은 루이스 프로이스에 따르면 우리 사이에는 세속. ‘
의 스승에 붙어 읽기 쓰기를 배운다 일본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사원에서 스님한테서 . 
공부한다 동상서 고 되어 있다 모든 아이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사 계급.’( , p.64) . ‘ ’ , 
뿐만 아니라 서민의 아이들도 절에서 배우는 일이 많았다.

세기에 시작하는 에도시대에 있어서는 읽기쓰기 주판 등을 배우는 사설로써의 17 , , 
데라고야(寺小屋가) 번성하여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배우게 된다 다만 그러한 아이 . 
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년 메이지 정부는 전국에 초등학교를 . 1872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일반 서민 중에는 아이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가. 
정도 있었고 의무교육이었으나 수업료를 징수하는데다가 서양의 번역물이 많은 과목, 
을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해 아이를 학교에 통학시키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취학률은 .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가고시마현. (鹿兒島縣에서는 년 세 이상 남자 여) 1884 6 66.5%, 
자 가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었다는 조사 자료가 있다 역서96% (Rubinger, ,  2008, 
p.261).

취학도 결석 경향이 많았고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졸업해도 학습능력이 갖추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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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도 많았다 육군에 의한 성인 남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역적 차이가 크고. , 
년의 시험 결과에서는 오키나와 고치 가고시마1899 ( ), ( ), (沖 高知縄 鹿兒島 등에서 전혀 ) 

읽기쓰기를 못하는 남자가 절반을 넘고 있다 역서 년 당시 (Rubinger, , p.274). 1897
학령기 아이들의 취학률은 전국 평균으로 남자 여자 로 남녀 차이가 크80.7%, 50.9%
다.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는 년에 수업료가 폐지되었고 년에는 남자 1900 , 1902

여자 로 취학률이 올라갔으며 년에는 그때까지의 년제에서 년제95.8%, 85.5% , 1907 4 6
로 변경되어 의무교육 기간이 년으로 년 늘었다6 2 .

메이지 이후 서양의 언어를 한자로 번역한 신조어가 많아지고 말을 이해하는데도 , 
한자의 읽기쓰기가 필요하였다 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졸업 후 학력이 후퇴해 버리는 . 4
일이 생겨 병역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문제시되었다 산업에서도 근대화가 진행되면. 
서 기초교육 수준도 향상시킬 필요성이 커져 의무교육을 마친 후 중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아이들도 년간의 고등소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만큼 미취학 및 재2 . 
학기간이 짧은 아이들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었다 심상소학교에 입학해서도 졸. 
업을 못하는 아이들이 년에 분의 이나 되었다 그중에는 재학 중에 사망한 사1909 4 1 . 
람도 포함되어 있어 중퇴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점점 졸업율이 올라. 
가 년 이후 대로 올라갔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이 의무교육조차 미수료로 되, 1920 90%
어 있다 년도에는 취학 유예 면제의 대상이 된 아이들은 취학연령 아동의 . 1919 1.1%
이고 그 중 가 빈곤 이 원인이었으며 이토 장애아동과 함께 , 60% ‘ ' ( , 1996, pp.48-49), 
경제적인 이유로 의무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년 문부성 보통학무국에 통속교육그 후 사회교육 을 담당하는 제 과가 설치되1919 ( ) 4
었고 그 곳에서는 미취학 아동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취학 지원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
지만 대장성 이 가로막았다 그러나 현 에 따라서는 지원비를 조달하는 곳도 ( ) . ( )大 省 縣蔵
있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제 과가 중심이 되어 년에 맹인학교 및 농아학교. 4 , 1923 ‘
령 이 제정되었다 년 소학교령에 시정촌 은 유치원 도서관 맹아학교 기’ . 1890 , ‘ ( ) , , 市町村
타 소학교에 속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라고 기숙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법’ , 
령에서 맹학교 및 농아학교의 설치는 부현 의 의무라고 규정했다 제 과는 지적장( ) . 4府縣
애아를 위한 특별학급 설치도 촉구하고 각 부현에서 그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의 숫자는 적지 않다.

그 동안 년 한일합방의 명칭 아래 식민지화 된 조선에서는 년 조선교육령1910 1911
에 따라 기초교육기관으로써 년제 보통학교가 설치되었지만 동화주의에 입각한 일본4
어 교육의 강요 등을 통해 민족의 모국어 습득을 방해하였다 그에 앞서 년 청일. 1895
전쟁 이후 일본의 식민지가 된 대만에서도 년 이후 국어학교 국어전습소 등을 , 1896 ( )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년제 공학교도 설립하여 보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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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실시됐다 년에는 초등교육 실시를 위해 대만공학교령이 공포되었고. 1898 , 
년에는 대만교육령이 공포되어 년제의 공학교 설립이 가능해 졌다 년 조1919 6 . 1920

선교육령이 개정되어 년제 보통학교 설립이 가능해 졌다 상급학교로 고등보통학교와 6 . 
실업학교 등은 있었지만 그 위의 전문학교 등에서는 일본인과 함께 일본어로 교육을 , 
받았기 때문에 조선인에게는 대단히 불리했다 일본에 거주했던 조선인의 경우. , 1937
년 교토 시 사회과의 조사에 따르면 시내에 거주하는 조선인 중 세의 초등학( ) 7~17京都
교 미취학률이 로 높았고 특히 여자는 가 미취학으로 년44% , 62% ( 2017 , p.46) 山根 
기초교육에서의 소외가 현저했다.

심상소학교의 기초교육 특히 직업기초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일하면서 배우는 실업, 
보습학교가 년에 제정되어 농업 상업 공업 등의 실업보습학교가 만들어졌다 그1893 , , . 
러나 대부분은 소학교의 건물과 교원으로 충당된 빈약한 것이었다 고등소학교에 해당. 
하는 실업보습학교에서는 전기과정을 거쳐 년을 후기과정에서 배웠다 년경에2~3 . 1930
는 그 연령층의 근로청소년 가운데 남자는 가까이 여자는 가까이 취학하고 80% , 50% 
있었다고 한다 년에는 실업보습교육 외에 공민교육과 군사교( , 1996, p.217). 1926笹尾
육에 주력하는 청년훈련소가 만들어져 중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고 고등소학교와 실
업보습학교 전기과정을 마친 남자가 징병 대상이 되는 세 무렵까지 일하면서 배우20
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곳에서의 교육이 실업보습학교 후기과정과 겹치기도 . 
하여 년에는 이를 일원화한 청년학교가 발족하여 고등소학교에 해당하는 보통과, 1935
와 그 위로 남자 년 여자 년의 본과가 설치되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내, 5 , 3 . 
에도 설치되었고 년부터는 년씩 축척하는 방식으로 하여 남자에게는 의무교육, 1939 1
이 되었고 여자의 의무교육화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주장되었다 또한 년에 , . 1941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어 초등과 년과 고등과 년 중등학교 진학자 제외 의 총 6 2 ( ) 8
년을 의무교육으로 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격렬해짐에 따라 년 월부터는 학동 . 1944 9
소개 도 시작되어 그것은 결실을 보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 , .童疎開学

기초 교육의 내용2. 

년 소학교령에 따르면 의무교육의 소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독서 작문1890 ( ), , , 修身
습자 산술 체조이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체조는 제외해도 좋고 일본지리 일본역사, , , , , , 
도화 창가 수공 중에서 한 과목이나 몇 과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여자에게는 재봉을 , , , 
추가해도 좋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고등소학교에서는 수공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 
설치하는 동시에 외국지리 이과 를 설치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외국지리와 창가 , ( ) , 理科
중에서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다 제외할 수 있으며 초보 기하 외국어 농업 상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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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중에서 한 과목 혹은 몇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년에 개정된 소학교령에서는 심상소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산술 체조로 1900 , , , 

하고 지역에 따라 임의적으로 도화 창가 수공 중에서 한 과목 또는 몇 과목을 ( ), , 圖畵
추가로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재봉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등소. 
학교의 교과목으로는 수공을 제외한 이들의 모든 과목 외에 일본역사 지리 이과를 추, , 
가하고 수업 연한에 따라 과학이나 창가를 생략하거나 임의적으로 수공 농업 상업, , , 
영어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년 국민학교령에서는 초등과 고등과를 통해 수신 국어 국사 지리 수학 이1941 , , , , , , 
과 체조 무도 음악 습자 도화 공작의 각 과목을 설치하여 이 가운데 학생들에, , ( ), , , 武道
게는 무도를 제외할 수 있으며 초등과에서는 재봉을 추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등과. 
에서는 이들 과목 외에 농업 공업 상업 또는 수산 등의 실업과를 추가하고 학생들에, , 
게는 가사 및 재봉이 추가되었다 또한 고등과에서는 외국어 기타 필요한 과목을 설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교과서는 년에 수신교과서가 국비로 제작된 이외는 검정제였지만 교과서 채택1896 , 
의 비리사건 등을 이유로 년 소학교령을 개정해서 국정교과서제도가 마련되어 다1903
음해부터 전국에서 그것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뒤 국어에 포함되게 된 작문 글짓기 은 . ( )
교과서 없이 글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었다 처. 
음에는 어른스러운 글이나 아름다운 글이 주목받았으나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 1920
아동중심주의 교육을 받아들여 아이다운 표현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한 년대에 . 1930
들어서면서부터 어려운 생활 실태에 눈을 돌려 생활글짓기가 주목받게 된다 이처럼 . 
쓰기와 생활을 리얼하게 바라보는 것과의 만남이 기초교육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 차 세계대전 후의 교육개혁. 2Ⅱ

학교제도의 개혁과 취학 상황1. 

년 월 패전으로 인해 일본의 정치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최고사령부1945 8
의 지령과 허가 아래 이루어졌다 년 월에는 미국의 교육 관계자로 구성(GHQ) . 1946 3

된 교육사절단이 방일하고 그 보고서에서 년간의 소학교 위에 년간의 하급 중학교6 3
를 의무교육 기관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하였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일본 측에서도 의. 
무교육기간 연장이 중시되고 있었으므로 그 제안에 따라 년도부터 모든 아이들,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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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학교에서 년간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전후의 혼란기였고 설치의무가 있는 시3 . , 
정촌 은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 그전에 사용했던 중등학교 건물을 쓸 수 ( ) , 市町村
있었던 곳은 그나마 다행이었으나 새로운 학교 건물 건축 등으로 고생이 많았다 아이. 
들도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거나 생계를 담당할 필요가 있어서 장기 결석이나 미취
학이 적지 않았다 년에 소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가 년 후인 년에 중. 1947 2% 9 1956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중에는 도중( , 2008, p.50). 全 夜間中 校 究国 学 研 会
에 사망했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졸업이 연기된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 
중퇴자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에도 인원에 변동은 있으나 유사한 상황이 계속되었. 
고 졸업은 했으나 학력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었다. .

년에 제정된 학교교육법에도 질병 등으로 인한 취학의무의 유예 면제 규정이 1947
있었으며 이 규정의 적용은 제한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도부현 의 의무, , ( )都道府縣
로 규정된 맹인농아학교 설치는 가능했으나 양호학교 설치의무의 시행이 년으로 1979
많이 늦어졌던 것도 있어 장애아들이 사실상 학교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가 적, 
지 않았다 이들 학교는 현재 특별지원학교로 되어 있다. .

전후 초기부터 재일한국인의 손으로 모국어를 배우는 국어강습소가 각지에서 만들어
져 년에는 전국에서 개 초등학원이 있었으며 명의 아이들이 민족교육, 1946 541 57,000
을 받았다 문부성도 년 당시 조선인에게도 의무교육이 적용( , 2008, p.267). 1947松下
된다고 하여 조선인학교를 도도부현 지사가 인가해도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년 , . 1948
월 문부성은 의 의향을 받아들여 의무교육으로 일본학교에 취학시키는 것으로 1 GHQ , 

방침을 바꾸어 학령기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학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 
다 이에 따라 많은 조선인학교는 일본의 학교 교원의 기준에 부합해서 정규학교로 인. 
정된 학교를 제외하고는 폐쇄되었다 그 뒤 년대 후반 이후 재건이 잇따르면서 . 1950

년대부터 년대에 각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로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로 자리매1960 70
김하게 되었다 공립학교 안에 민족학급이 있어서 정규 수업이 끝난 뒤에 민족교육이 . ,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방일한 한국인 가운데에는 전시 체제하에 노동력으로 강제로 끌려온 사람도 적지 않
고 전후에도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지 못해 일본어를 말할 수 있어도 읽기쓰기, 
를 못하는 상태에 놓인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피차별부락에 있어도 전후에도 차별이 . 
계속되었고 년 동화대책심의회의 답신이 나올 때까지 국가의 대처부족으로 따라 , 1965
장기결석이나 미취학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년 월 현재 어느 현에. 1951 1
서는 소학교에서 동화지구 아이들의 가 장기결석 가 미취학 중학교에서는 7.7% , 0.24% , 
장기결석이 미취학이 이었으며 동화지구 외의 아이들의 경우 초등학교에34.5%, 0.27%
서는 장기결석 미취학 중학교에서는 장기결석 미취학 였0.21%, 0.02%, 2.7%,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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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화지구 아이들의 장기결석과 미취학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松本 
1952, pp.147-152).

이러한 가운데 일 때문에 낮에 배우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 , 2
수업으로 야간학급을 개설하는 중학교도 있어 그러한 야간중학교는 년에는 전국, 1954
에 개교가 있었고 년에는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있었다87 , 1955 5,208 . 1950
년대에는 직업을 얻기 위해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필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차우회(車友會)를 만들어 상호학습으로 글자학습을 전개한 오사카 의 피차별( )大阪
부락 청년들의 활동이 있었다 년 문부성이 간토 와 도호쿠 의 세. 1955 ( ) ( ) 15~24東 東北関
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읽기쓰기 능력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
다고 분명히 인정됨 이 간토에서 도호쿠에서 였다 그 후 국가는 문해 조’ 9.5%, 15.7% . 
사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마치 문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루었다.

새로운 교과 설정2. 

전쟁 전 전쟁 중에는 수신 역사 지리 등의 교과에서 국수적 군국주의적인 교육이 , , ,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들의 교과는 에 의해 금지되고 국어 등의 교과서에도 그 GHQ , 
같은 색채가 짙은 부분을 먹으로 지워 사용하였다 그 후 지리 수업이 재개되어 새로. 
운 역사 교과서가 제작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역사 지리를 포함한 사회과가 신설되었
다 년 제 의무교육이 시작되었을 때의 교과는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사회 수. 1947 6 3 , , 
학 과학 음악 미술 가정 학년생 이상 체육 자유연구 학년생 이상 이며 중학교에, , , , (5 ), , (4 ) , 
서는 필수과목으로 국어 학년생에서 습자를 포함 사회 학년생에서 일본사를 (1, 2 ), (2, 3
포함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직업 농업 상업 수산업 공업 가정 선택과목으), , , , , , ( , , , , ), 
로 외국어 서예 학년생 직업 자유연구였다 남녀공통교육의 관점에서 초등학교에서, (3 ), , . 
는 남녀 모두 가정 을 배우고 중학교에서는 가정 은 직업에 포함되게 되었다‘ ’ , ‘ ’ ‘ ’ .

교육내용을 정한 학습지도요령은 년에 준수해야 한다고 되기 전까지는 참고로 1958
하는 지침서였다 교과서도 국정이 아닌 검정제에 의한 것으로 되었다 상당히 자유로. . 
운 교육이 가능하게 되며 교사의 궁리 여지가 커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조사하는 학습, 
이 많아졌다 특히 생활글짓기의 활동에 있어서 주목되는 교육실천을 볼 수 있었다. .

그러나 년대에 들어서면서 직업 대신 기술 가정 의 교과가 설치되고 남자는 1960 , ‘ ’ ‘ ’ , 
기술 여자는 가정 을 배우게 되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 년 이후 기술 과 가‘ ’, ‘ ’ . 1985 ‘ ’ ‘
정 을 둘 다 남녀가 함께 배우는 것으로 인식되어진 것은 여자차별철폐조약 년 유’ (1979
엔 채택을 년에 일본이 비준했기 때문이었다) 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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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초교육의 추진. Ⅲ

년대 중반 이후 야간중학교수와 학생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낮에 배우는 것1950 . 
이 어려운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었던 것도 있지만 야간중학교의 존재를 바람직하지 , 
않게 보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지자체에서도 야간중학교를 폐지하거나 예산을 축
소하는 등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어린 시절에 차별 질병 장애 빈. , , , 
곤 식민지 정책 등으로 인해 배울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성인 학생들이 여기에서 ,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에 국가의 행정관리청은 문부성에 대해 . 1966
의무교육의 야간제는 변칙적이므로 학생들은 주간에 학교에 다녀야 한다며 야간중학교 
폐지를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다카노 마사오 등 야간중학교 졸업생 및 교원. ( ) 高野雅夫
들이 야간중학교의 존속과 신설을 호소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년 이후 오사카 등, 1969
에서 야간중학교의 설치가 잇따라 이루어지고 성인을 중심으로 학생수가 늘었다 여기. 
에는 일본인과 함께 재일한국인도 많았다 공립 야간중학교가 없는 곳에서 자주야간중. 
학교의 명칭으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도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개. 
강일수와 내용 등 다양하고 자원봉사자도 많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는 자치단, 
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도 있었다.

년대는 문해운동도 활발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부락해방을 위해 활동하는 여1960 . 
성들의 학습이었다 년 후쿠오카 유쿠하시 에서 개척학라는 이름으로 . 1963 ( ) ( )福岡 行橋
전개된 문해운동이 점차 전국의 피차별부락 등으로 퍼져갔다 이 때는 부락해방운동의 . 
의식이 고양되어 동화교육도 진전이 있었고 학교에 동화교육 추진 교원이 배치되는 곳
도 있었고 장기결석과 미취학의 배경에는 부락문제와 마주 하고 문해운동을 알게 되, 
면서 참여하는 교원도 많아진다 이들의 활동에 인해 지자체가 문해학급을 지원하는 . 
곳도 많아졌다 전국 규모의 부락해방국책요구운동에 의해 년 국가의 동화대책심. 1965
의회 답신 년 동화대책사업특별조치법의 제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여성에게 문해, 1969 . 
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여성들의 활동을 통해 확장되었, 
으며 운동권의 여성부가 관여하는 사례가 많았다, .

문해학급에 있어서는 글자를 배울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과제를 주제로 하여 글자, 
를 빼앗긴 배경에 있는 차별과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전망하는 것이 중시되었고 프, 
레이리가 제시한 비판적 문해 학습 역서 의 습득과 운영위원회 참여 등 (Freire, 1984)
학급운영도 담당하는 것을 통해 교육주체가 되는 것이 목표로 되었다 글자를 가르치. 
는 입장의 사람도 학습자의 삶의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워 자기 입장이나 사회문제를 
알아가는 학습을 하는 것에 의의를 찾았다 그 때문에 오사카에서는 학습지원자를 파. 
트너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호교육은 사회교육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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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대 의 개별적인 학습에 그치지 않고 집단의 학습과 행사. 1 1
를 통해 연대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도 관심이 쏠렸다 생활을 꾸려나가는 성인에게 . 
있어서 주 회 야간에 배우는 학급이 많지만 지역과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1 , 
태를 보인다 인보관 오사카부에서는 해방회관의 명칭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을 . ( , )隣保館
사용하는 학급이 적지 않아 오사카시와 같이 해방회관에 사회교육주사를 배치하고 지, 
역의 사회교육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해학급을 담당해 온 곳도 있다 그러나 년에 . 2002
동화 대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기한만료로 인해 해방회관은 인권문화센터 심지어는 , 
시민교류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사회교육주사도 더 이상 배치하지 않게 되었고, 2017
년부터는 그것도 폐지되어 많은 문해학급은 초등학교교실 등을 사용해서 실시되고 있
다.

년에 일본과 중국의 국교가 회복되어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고 중국 대1972
륙에 버려졌던 아이들이 년대 이후 성인으로서 귀국하게 되었다 그들에 대한 일1980 . 
본어의 보장이 큰 과제가 되었다 또한 결혼이나 유학 등으로 일본에 오는 외국국적의 . 
사람들도 점차 늘어났다 특히 년 기능실습생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게 . 1993
되어 그들에게 일본어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대. 
처가 충분하지 않았고 일본어학교가 만들어져도 민간의 영리기업으로써의 색채가 짙, 
은 가운데 지역일본어교실이 자치단체와 국제교류협회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생기는 , , 
곳도 많아졌다 거기에서는 일상회화의 습득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생활상담이 이루. 
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오사카시와 같이 지역문해 일본어교류교실을 각지에서 열. 
고 문해활동과 함께 일본인과 외국국적의 사람들이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
다 그 경우에도 학습 지원자는 자원봉사자가 중심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건. . 
물을 이용한 시의 사회교육 사업인 평생학습룸사, ‘
업 으로써 실시되고 있다’ .

이 년을 UN 1990 세계 문해의 해로 지정한 것은 
성인기초교육의 발전에 큰 자극이 되었다 일본사회. 
교육학회에서도 국제문해 년과 일본의 문해문제‘ 10 ’
라는 제목의 연보를 년에 간행하고 있다 오사1991 . 
카를 예로 들면 년에 문해와 일본어 학급 교실, 1989 , 
인권교육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제문해의 해 
추진 오사카연락회가 결성되어 년에는 문해 일2002
본어 연락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읽기쓰기 교류회나 
연수회 기타 각종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오사카부, , , 
오사카시 사카이 시 등의 지자체도 옵서버로 회, ( )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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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참가하여 정보교환은 물론 협력하여 일을 추진해 왔다 년에는 오사카부 오. 2002 , 
사카시 문해 일본어연락회 오사카인권협회 오사카시 인권협회의 공동운영으로 문해, , , 
일본어 센터가 설치되어 그 후 지정 도시가 된 사카이시도 참여해서 문해 일본어( ) 指定
에 관한 계발 자료의 작성 제공 정보의 수집 제공 발신 상담활동 교재의 작성 제공, , , , 
조사연구와 그 성과의 활용 인재양성 네트워크화의 촉진에 힘써 왔다 년부터는 , , . 2006
오사카 문해일본어센터로 개칭하고 전임 직원도 배치하면서 활동의 충실을 도모해 왔
다 그러나 년에 부 의 재정개혁이 있은 뒤 다음해부터 보조금이 없어져 위탁. 2008 ( )府
비 등으로 사업이 실시되어 왔지만 년부터는 그것마저 없어져 민간단체에서 운2013 , 
영되었으며 년부터는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년, 2015 . 2018
에는 명칭도 다시 문해 일본어센터로 되돌려졌다.

기초교육의 현황. Ⅳ

야간중학교 문해 일본어 교실1. 

야간중학교는 학교 수도 적어서 그 확충이 과제였다 또한 원래 학령기 아이들을 대. 
상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성인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짜는 일이 쉽지 않았고 학력
이 낮아도 일단 졸업한 사람은 야간중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외국국적 학생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해는 물론 일본어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중에서도 교사들의 노력으로 실생활에 맞는 교육을 실천해 왔다 그럼에. . 
도 불구하고 야간중학교의 확충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야간
중학교연구회는 전쟁과 빈곤 등으로 인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년에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인권구제를 신청했다 그 , 2003 . 
연합회는 년에 학령기에 수학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교육받을 권리보장에 관한 2006 ‘
의견서 를 국가에 제출하여 의무교육 미수료자 파악을 위한 전국적인 실태조사 실시’ ,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이 야간중학교를 설치하도록 국가의 지도 조언 재정적 지원 자주, , 
야간중학교 지원 등을 제언하였다 상게서 또한 전( , , pp.85-96). 全 夜間中 校 究国 学 研 会
국야간중학교연구회는 국회의원에 요청하여 그 결과 초당파로 야간중학교의 법제화를 
도모하는 의원연맹이 결성되어 년 월에 의원입법으로 의무교육단계에서 보통, 2016 12 ‘
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기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이 성립되었다 그 법률에는 국적이’ . 
나 연령 등에 상관없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문부과학성도 년에는 중학교 야간학급의 충실 개선하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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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정촌에 대해서는 학습지도 학생지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조사연구 미설치 도도부현 정령지정 도시에 대해서는 설치과제에 대한 조사,  ( )政令指定
연구를 위한 예산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법의 성립에 수반하여 거기에 규정된 기본지. 
침을 년 월에 책정하였다 거기에서 모든 도도부현에 적어도 하나는 야간중학교 2017 3 . 
등 도도부 현립도 포함 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그를 위한 협의회가 설치되도록 촉( )
구했다 또한 교직원 급여비의 분의 을 국고부담으로 할 것 학생들의 실태에 맞는 . 3 1 , 
교육과정의 편성과 일본어 지도 등 기존 야간중학교 등의 교육활동의 충실을 도모할 
것 자주 야간중학에 대해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을 , , 
받지 않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 등교거부를 하는 학령기 학생들, 
을 받아들일 것 등을 제시하였다.

법률의 제정 지침의 책정은 지금까지 공립 야간중학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자주야간
중학교 등을 일으키고 노력해 온 곳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에서 공립 야간중학교를 신설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다만 지자체 전체로는 아직까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곳이 다. , 
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립 야간중학교가 년 월 현재 전국의 도부현에 개교. 2018 4 8 31
학생수 명 라는 적은 숫자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 1,687 )
것과 현재 야간중학교가 있는 도부현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년도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도도부현에서 야간중학교 도도부현립 의 신설2017 ‘ ( )
을 위한 검토 준비 를 하고 있다고 회답한 곳은 개 이며’ 6 (12.8%) ( , 2017b, 文部科 省学

시구정촌에서 야간중학교 시구정촌립 의 신설을 위한 검토 준비 를 하고 있다고 p.7), ‘ ( ) ’
회답한 곳은 개 이다 동상서74 (4.3%) ( , p15).

공립중학교를 설치하더라도 학습자에 맞는 자유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자주야
간중학교의 존재의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야간중학교가 학령기인 등교거부학생을 . 
받아들여 생활경험이 풍부하고 포용성 있는 성인들과 함께 배움으로써 학습 효과를 올
리고 있는 학교도 있는 한편 등교거부의 배경에 있는 주간의 중학교의 문제점들을 해, 
결하지 않고 일시적인 조치가 될 우려도 표명되고 있다.

법은 야간중학교 이외의 기초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도 촉구하고 있지
만 지역문해 일본어교실 등에 대한 지원은 극히 부족하다 새롭게 일본에 들어오는 외, . 
국국적의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그들의 일본어학습기회의 보장도 큰 과제가 되고 있으
며 문화청이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육사업으로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 
급하거나 일본어교육보장법 제정 등의 움직임은 있지만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이나 그 도입 방안을 추진해 온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다 일본어학교 등에서 일본어검정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 
리적인 기관이 많고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서로 생활을 돕는 관계를 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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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는 거리가 멀다 년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자주 야간중학교와 문해교. 2016
실은 전국에서 개이다 그 가운데 오사카가 개로 특히 많다307 . 73 ( , 2017a, 文部科 省学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카부 교육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년도 이 지역에 p22). , 2013
개의 문해학급이나 일본어교실 그 중 개는 지자체가 주최 위탁 이 있고 그 가운174 ( 76 ) , 

데 문해학급이나 문해 일본어교실 등의 명칭으로 문해가 포함되어 있는 학급 교실은 
개가 있다고 한다 년 오사카 개과 년91 ( , 2014, p.3). 2013 ( 174 ) 2016大阪府 育委員教 会

오사카 개 과는 약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교실수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실제로는 ( 73 ) . 
전국적으로 그들의 숫자를 상회하는 자주야간중학교와 문해교실이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교육2. 

성인기초교육의 교실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참가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 
장애를 포함하여 질병 등을 이유로 취학유예나 면제가 이루어졌으며 맹학교와 농아학, 
교에 비해 양호학교가 도도부현의 설치의무화가 된 것은 년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1979
학령기에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 학교는 년. 2007
도부터 특별지원학교가 되어 특별지원학급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장애가 있는 , .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학교에 다니게 하자는 목소
리도 높아져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교와 교육위원회도 많아졌으며 그를 위한 조건정비, 
가 급선무가 되었다 사회교육에서도 년도에 지적장애가 있는 청년을 중심으로 . 1964
한 청년학급 스미다교실 이 스미다 구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리고 년대에는 ‘ ’ ( ) , 1970墨田
각지에서 장애인 청년학급이 열렸다 구니타치 시립 공민관에서는 장애가 있는 청. ( )立国
년의 커피하우스 참가를 통해 일반 청년과의 교류가 촉진되고 그와 연계해서 청년교실
이 개설되었다 장애의 원인이 사회에 있다는 인식하에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년. , 2013
에 성립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 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 ’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행정기관 및 사업자가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회적 장벽 
제거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2016 .
기초교육의 보장은 직업을 찾는데 중요한 것임으로 그를 위한 성인실용기초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써 년 오사카에서 워크 창조관 오사카지역직업훈련센터 이 1991 ‘A ( )’
설치되었다 여기에서는 기초적인 지식 기술의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 
람들을 위해 알파벳학습을 포함하여 의 조작이나 숫자의 처리방법을 배울 수 있는 PC
기회를 제공해 왔다.

빈곤과 차별의 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세 미만의 아이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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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대적 빈곤율이 년에는 에 달하고 경제적 격차가 아이들의 가정에 영2012 16.3% , 
향을 주어 가난한 생활을 강요당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고 학업과 진로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년에는 로 줄어들었지만 국가의 평균보다는 높다 특히 . 2017 13.9% OECD . 
편부모 가구 아이들의 빈곤율이 로 높고 그 대부분이 모자세대이다 이러한 아50.8% , .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년에는 아동의 빈곤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이 2013 ‘ ’
제정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년에는 아동의 빈곤대책에 관한 대강 이 각의 에2014 ‘ ' ( )閣議
서 결정되었다 거기에서는 교육지원으로 학교의 세밀한 학습 지도를 통한 학력보장 . 
및 스쿨소셜워커 학교내의 보조원 의( ) 충실한 배치 교육비 경감 특히 학습지연이 두드 , , 
러지는 중학생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되어 있다 민간에서도 유지 나 등을 . ( ) NPO 有志
통해 무료학원 등에서 학습지원과 쉴 곳 만들기가 진행되어 왔다 식사도 여의치 않거. 
나 부모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밥을 먹는 아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식당을 개설해서 회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도 늘어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 중에는 상호학습이나 학습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은둔. . 
형 외톨이 젊은이 등도 늘어나고 있어 그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소년원이나 사회. 
에 복귀하기 전에 교육을 보장하는 장으로써도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사례가 잘 보여주
고 있다( , 2016).岩槻

차별에 대한 대책으로써 부락해방운동은 동화교육의 전개를 촉진하고 년에는 , 1953
전국동화교육연구협의회가 결성되어 그 추진에 노력해 왔다 그 속에서 장기결석이나 . 
미취학을 없애고 차별의 원인을 찾는 학습을 진행하고 학력보장과 진로보장을 위해 노
력하고 교원의 추가 배치도 실현해 왔지만 도도부현 간에 격차가 있으며 대체로 서일, , 
본에 비해 동일본에서는 대책이 부족이 많이 부족했다 동화교육은 부락문제뿐만 아니. 
라 장애인문제 재일외국인 문제 성별문제 등 모든 차별의 철폐를 위한 교육이 지향되, , 
고 년의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년 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행동계획이 수립, 1995 ‘ 10 ’
되었다 년에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보편적 . 2000 ‘ ’ , 
인권과 개별적 인권의 과제를 연결시킨 교육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전개하는 
일이 촉진되었다 년에는 동화대책을 위한 법이 기한만료가 되어 그 후 동화교육. 2002
에 대한 대책이 이전에 비해 약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지만 년에 부락차별 , 2016 ‘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 이 성립되어 다시 한번 국가와 지자체가 부락차별 없는 사회’
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 명기되어 이를 위한 교육 계발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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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동향3. 

년부터 학습지도요령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새로운 국가의 해석에 따라 교1958
육과정에 대한 학교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었고 교과서에 대한 검정도 엄
격하게 되었다 고도경제성장 정책이 시행된 년대 이후에는 의무교육의 교육내용. 1960
이 늘어나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그 때문에 년 학습지. 1980
도요령의 개정으로 교육내용의 엄선과 수업시간수가 줄어들었다 또한 년에 개정. 1989

년 시행 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초등학교 학년의 사회과와 이과를 없애고 생(1992 ) 1, 2
활과가 설치되었다 공립학교에서는 년도부터는 모든 토요일이 휴일이 되었다. 2002 .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각 교과의 시간수가 줄어든 반면 종합적인 학습시간이 설, ‘ ’
정되어 교과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생활에 맞는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유토리 . ‘
교육 이라고 불린 이러한 학습시간의 경감으로 연간 수업시간이 초등학교 학년은 ’ 1

시간에서 시간으로 학년은 시간에서 시간으로 학년은 시간에서 850 782 , 2 910 840 , 3 980
시간으로 학년은 시간에서 시간으로 중학교 학년은 시910 , 4 5 6 1015 945 , 1 2 3 1,050

간에서 시간으로 되었다980 .
이에 대해 아이들의 학력저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와서 년 개정 년부터 2008 (2011

실시 된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다시 시간수가 증가되었다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 . 2018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그때까지와는 다른 도덕이 교과목으로 자리 매김 했으며 교과서도 , 
사용되게 되었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년은 국어 산수 생활 음악 도화공작. 1 2 , , , , , 
체육 도덕 특별활동 학년은 생활을 없애고 사회 과학 외국어 활동 종합적인 학, , , 3 4 , , , 
습의 시간이 추가되고 학년은 그때까지의 외국어 활동이 교과가 되고 외국어와 가, 5 6
정이 추가된다 연간 수업시간수는 유토리 교육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중학교 교. . 
육과정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보건체육 기술 가정 외국어 도덕 종합, , , , , , , , , , 
적인 학습의 시간 특별활동으로 연간 수업시간수는 시간이다 도덕의 교과화에 , 1,015 . 
따른 평가와 과밀한 수업으로 인해 아이들의 심신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
다.

기초교육보장의 과제. Ⅴ

교육기회보장법의 성립에 따라 야간중학교 등 성인기초교육의 확충이 촉진되고 있지
만 아직 많은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하다 기초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를 조사하지 않고 마치 필요없는 것처럼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의 책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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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에게 제일 가까운 지자체도 면밀히 파악을 해야 한다 문해교. 
육이 필요한 사람 또는 일본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파악하는 조사는 그 사람, 
들을 잘 아는 사람을 함께 조사에 동석하게 하여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인 . 
학습자를 찾아내어 학습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야, . 
간중학교가 근처에 없으면 통학은 쉽지 않다 각 시정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 그것이 어려운 경우는 인근 시정촌의 협력을 통해 설치해야 하며 도도부현의 적극, , 
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법에 의거한 현행 기본지침에는 야간중학교 이외의 기초교육의 진흥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중학교졸업 정도 인정시험 희망자에 대한 지원은 기술되어 있지만 시험을 보. , 
지 않더라도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자주 야간중학교 개설 활동에 대한 . 
지자체의 조치를 촉구하고는 있지만 문해 일본어 교실 등의 지원이 소홀해져서는 안된
다 사회교육이 학교교육을 대신하여 저렴한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학. , 
습자의 실정은 다양하며 매일 등교하는 일이나 정해진 교육과정의 학습에 적응하지 , 
못하는 사람도 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생활에 뿌리 내린 학습을 진행하. 
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교육 주체가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교육으로써의 , 
활동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공민관 등 사회교육기관의 충실과 전문 . 
직원의 배치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성기에는 만개 가까운 공민관이 존재했지. 2
만 현재는 분의 정도로 줄었다4 3 .

문해 일본어학습에서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들의 활동을 지원, 
하고 코디네이터 기능을 발휘하는 직원이 있어야만 그들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기초교육을 위한 교실 학급을 , . 
시정촌에서 개설함과 동시에 자주단체의 교실 학급에 대한 지원도 충실히 시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도 그들의 일본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어학습이나 생활상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으로의 동화를 강요. 
하고 모문화 를 경시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를 잃게 될지도 ( )母文化
모른다 그들의 모어를 중시하고 모문화도 유지하는 가운데 이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 
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교원양성에 있어도 성인기초교육 및 야간중학교에 대한 학습을 필수로 하고 현직교, 
원의 연수에서도 이들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여 교원의 질량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이다 사회교육 직원과 자원봉사자 연수도 반드시 필요하다 성인교육은 학습자. . 
도 학급운영에 참여하여 학습자와 지원봉사자는 함께 배우고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성
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해학급 등에서 실시해 온 것처럼 학습자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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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생과 삶의 과정을 풀어내고 그 기저에 있는 사회를 읽어내어 그것을 움직일 수 , 
있는 힘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과 바람직한 . 
학교의 모습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망이 열린다.

일본에서는 유럽의 중등교육수료 자격시험제도 합격이 아니라 학교 졸업 자체에 큰 
의미를 둔다 그것이 때로는 학력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형식적인 졸업으로 인해 일. 
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측면이 있다 한편 자격시험에 중점을 두면 집단 속에서 . , 
배움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학교를 학습자들에게 편안한 . 
배움터로 만들고 소인원의 교육 등으로 세심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삶의 도중, 
에 자격시험을 보는 경우도 동료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
다.

문해 일본어 교실에서 야간중학교로 또는 야간중학교에서 문해 일본어학습으로 진행, 
함에 따라 평생학습으로써의 활동이 실현되는 것이며 오사카의 문해 일본어연락회와 , 
같은 기초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자주 야간중학교에서는 복지나 노. 
동 관계자와도 연결되어 생활에 도움을 주며 진로 개척을 도모해 왔다 많은 교실의 . 
수강생과 지원자가 모이는 교류모임과 연구집회 개최도 서로를 향상시키는데에 큰 도
움이 된다 이러한 연계를 실현하기 위해 문해 일본어센터 등 기초교육을 위한 센터를 . 
각지에 설립하여 행정을 포함한 관계 단체나 기관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국가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도 기초교육진흥을 위한 지침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기초교육에 대해서는 실천에 비해 연구가 늦어지고 있으며 대학이나 도. , 
도부현의 교육센터 등에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오사카교육대학의 예에서 볼 수 . 
있듯이 대학 당국이 문해 일본어 교실이나 그 지원자 양성강좌를 개설하여 파일럿적인 
실천과 연구를 쌓아가는 것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 
러한 교육 창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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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한일문해학습자 공동선언
 

2019. 9. 27
 
우리 일본과 한국의 문해학습자는 년 월 일에 일본 후쿠오카에 2019 3 27 29　 ∼

모였습니다 후쿠오카는 일본의 문해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우리들은 일간. . 3
에 걸쳐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문해교실에 오게 된 계기에 대해 교류하
고 교실에서 배우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서로간의 . 
이야기는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 
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었지만 우리들의 목소리는 많은 문. 
해학습자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선언은 그러한 교류에서부터 생겨났습. 
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마음을 이어 만든 것입니다. . 

우리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렸을 때 배울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었. 
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 . 
일 일을 하고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여자가 .「
배워서 뭐하냐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 」
그날그날 들어오는 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력서에 졸업 이라고 쓸 . 「 」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는 데에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있었지만 읽고 쓸 수 . 
없었기 때문에 몸을 쓰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읽을 수 . 
없어도 쓸 수 없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글을 읽지 못 하면 할 수 있는 . 
일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글을 써야 하는 일을 해야 할 때가 그 일을 그만두는 . 
때였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

장애 때문에 더 힘든 삶을 강요당해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를 . 　
견뎌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급급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 좋은 일자. 「
리가 있다 는 말에 속아 나를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역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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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차별받아 그 차별과 싸우며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성들도 물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빈곤과 차별 속에서 .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 이상으로 글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기 . 「 」
어려울지 모릅니다 허세를 부리며 강한 척 살아왔습니다. .
 
그런 우리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아이들이 표준어 밖에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부모자식간의「 」
관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만의 시간이 조금씩 생기게 . 
되었습니다 그 때 자식들이 손주들이 친구들이 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을 가르. , , 
쳐 주었습니다.

글을 모른다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 
한테 온 편지도 읽고 가르쳐 달라 고 말하지 못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들. 「 」
키고 싶지 않아서 먼 곳의 교실을 골라 시간이고 시간이고 열심히 자전거를 1 2
타고 다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와 문해교실에서 만나서 너도 글을 몰. 「
랐구나 라고 서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교실에서는 마찬가지로 글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것은 . 

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가면 언제나 모. . 
두가 반겨줍니다 교실에 있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
 
글을 배우고 나서 인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나한테 멈추어 있던 시간이 .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심하고 뭐든 말할 수 있는 . . 
친구가 생겼습니다 나를 소중히 생각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종이 위. . 
에 검은 얼룩은 글씨였습니다 같이 사는 며느리가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가 있. 
었습니다 친구한테 읽어달라고 해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 「 」
년이 지나 답장을 썼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모르4 . . 

는 글자가 나와도 교실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서웠던 글이 무섭지 않게 . 
되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는 공책을 두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아래. . 
를 보고 걸어서 돈 떨어져 있는지 찾고 있니 라는 말을 들었던 내가 앞을 보?「 」
고 미소 지으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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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습니다 글을 읽음으로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적음으로써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
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전보다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

아이들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주었습니다 문해교 . 
실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공부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 」
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보다 넓은 세계를 향해 날아갔. 
습니다 만일 내가 대충 교실에 다녔다면 다니지 않았다면 성적만으로 아이를 . , 
보고 아이를 내몰면서 길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글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아직 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갈.　 「

께 라고 하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했지만 와 보고 나서 . 」
빨리 올 걸 손해봤네 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지금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라.「 」 「 」
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힘들지 않을까요 이 나이에 배워서 뭐 . ?「
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글을 배. 」
우지 못 한 채로 간다면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모두 돈. 
이 없고 일과 양육에 바빠서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것도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기 . 　

때문입니다 교실의 선생님들도 자원봉사자로 강사료도 나오지 않는 곳도 많기 . 
때문입니다 계단만 있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다목적 화장실도 없어 장애가 있. 
는 사람들이 와도 부족한 시설에 실망하고 맙니다 배우고 싶어도 올 수 없는 . 
것은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배우고 있. 
는 모습을 보다 많이 텔레비젼과 신문 등을 통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
께 배우자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상으로 안심하며 배울 수 있는 . 」
장소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문해란 읽기 쓰기를 배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　

다 글을 통해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힘은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 . 
지만 살아가는 힘은 문해를 통해 몸에 익혔습니다 문해 덕분에 세상이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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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해는 나에게 있어 안경과 같은 것입니. 
다 문해란 글을 배우고 자신을 표현하는 장입니다 인생의 기쁨이고 삶의 보. . 
람이며 행복입니다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문해는 작은 꿈을 점점 . . 
크게 만들어 줍니다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배움으로써 포기하지 않. . 
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배우는 것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지지해 . . 
주며 함께 배우는 것을 통해 평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
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배우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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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정부에 대한 요망

교류를 통해 우리들은 일본과 한국의 양국에서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회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１．전국적인 조사를 해서 지금도 문해 때문에 서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 사

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문해 때문에 서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있다는 것을 더 알아주세요. 

아이들이 모두 ２．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들 중. 
에 어렸을 때 학교에 갔었던 적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선생님 때문에 서러웠
던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돈이 없어서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 
지금도 학교에 가지 못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아이들이 생기지 . 
않게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렸을 때 교육을 받지 못 했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３．
서도 안심하고 배울 수 있도록문해와 기초교육의 학습을 지원하는 제도와 방법
을 만들어 주세요 탄탄한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준비하는 등. , 정부와 사회가 
책임을 가지고 보장해 주세요.

어른이 되어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재촉하듯이 배운다면 학습. ４．
이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천천히 배울 수 있도
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교실 안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교실들과 교류하거나 . 
교실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심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위한 교실이 근처에 있는 것이 필요５．
합니다 근처에 문해교실이 없다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 
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배우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등이 필요합니다. . 
수업료와 교통비 등이 들지 않게 해 주세요.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언제든 배
울 수 있도록 성인을 위한 문해교실과 학교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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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을 응원해 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６．
사람 한 사람에 맞는 교재를 만들고 우리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도움을 주
는 등 열심히 활동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급입니다 우리들의 마. . 
음과 배경을 이해하는 지원자들이 보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문해교실에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이 참여하기 쉽도록 급여와 연수 교재, 
만들기 등의 조건을 정비해 주세요.

７．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협력해서 문해 기초교육의 달 을 정해서 활동을 ·「 」
추진하거나 교류를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해교육 활동을 충분하지 않고 
문해문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이번 교류에서는 처음 . 
만났음에도 년간 알고 지낸 친구처럼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10 . 
리 참가자들은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교류를 부디 많이 해 주세요. . 

８．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공동선언을 전달해 주세요. 읽어서 
전해 주세요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에 관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 
를 만들어 방송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이 선언 뿐만 아니라 . 세계에
서 배우고 있는 문해학습자의 목소리를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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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일본에서의 문해 성인기초교육의 전개와 과제

 
【공동선언의 배경　 】

문해를 둘러싼 일한의 교류는 년부터 시작되었다 세계문해의 해1990 . 　
를 계기로 일본과 한국의 문해관계자가 만나 그로부터 연구교류와 문해, 
교실 방문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년대의 문해학습자는 일한 양국 . 1990
모두 제 차 세계대전 전후에 학령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중심이었습니다2 . 　
한국에서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문. 　 　
해 문제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지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교류에서는.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가 큰 과제였습니다 년에 . 2017
시작된 이번 교류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점은 교류의 근저에 있었습니다.　
제 차 세계대전이후 양국의 문해문제는 전쟁 고도경제성장 독재정2 6 25 , , ·
권 문해율 신화 다양한 차별문제 빈곤과 양극화문제 수험경쟁 외, 100 , , , , ％
국인 유입문제 문해관련 법제정운동 등 일본과 한국에서 서로 중복되는 , 
요인과 각각의 독자적인 요인이 얽히면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교류를 통. 
해 서로의 과제가 보다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공동선언만들기 워크샵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학습자가 교류를 통해 체험
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한일 학습자들에 의해 이 선언은 탄생된 . 
것입니다 이 공동선언이 일한의 문해교류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일문해학습자에 의한 공동선언만들기 워크샵 실행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