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가시오사카시

외국국적주민시책 기본지침 

－함께 하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하여－

2003년(헤이세이 15년) 3월

히가시오사카시



목 차

처음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Ⅰ 기본지침책정의 취지 ---------------------------------------------------------------------------------2 
Ⅱ 현황과 과제----------------------------------------------------------------------------------------------4 
Ⅲ 향후 방책--------------------------------------------------------------------------------------------------7 

 
1 행정 서비스의 확충-------------------------------------------------------------------------------------- 7 
(1) 고령자복지------------------------------------------------------------------------------------------------- 7 
(2) 장애인복지------------------------------------------------------------------------------------------------- 7 
(3) 아동복지· 보육------------------------------------------------------------------------------------------- 8 
(4) 보건·의료--------------------------------------------------------------------------------------------------- 8 
(5) 주택---------------------------------------------------------------------------------------------------------- 9 
(6) 방재· 구급------------------------------------------------------------------------------------------------ 10 
(7) 고용·노동------------------------------------------------------------------------------------------------- 10 
(8) 외국인등록업무----------------------------------------------------------------------------------------- 11 
(9) 종합상담창구 설치-------------------------------------------------------------------------------------- 12 
(10)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정보제공--------------------------------------------------------------- 12 
(11) 외국국적주민의 실태 파악-------------------------------------------------------------------------- 13 

 
2 교육·문화의 확충----------------------------------------------------------------------------------------- 13 
(1) 다민족· 다문화 공생교육------------------------------------------------------------------------------ 13 
(2) 「모국어학급」의 확충--------------------------------------------------------------------------------- 14 
(3) 귀국·도일(외국인이 일본에 오는 것) 아동과 학생 및 보호자를 위한 지원------------------------- 15 
(4)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 15 
(5) 유학생에 대한 지원------------------------------------------------------------------------------------ 16 

 
3. 행정의 국제화 --------------------------------------------------------------------------------------------- 16 
(1) 외국국적 주민들의 시정참가-------------------------------------------------------------------------- 16 
(2)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17 
(3) 사회참가를 위한 조건정비----------------------------------------------------------------------------- 17 
(4) 외국국적주민시책에 관한  직원연수-------------------------------------------------------- 18 
(5) 시직원 채용------------------------------------------------------------------------------------------------- 18 

 
4. 국제화 추진을 위한 거점정비--------------------------------------------------------------------------- 18 
(1) 「(가칭)히가시오사카시 국제교류센터」설치----------------------------------------------------------- 18 

 
Ⅳ 외국국적주민시책 추진체제-------------------------------------------------------------------------------- 19 
【참고자료】------------------------------------------------------------------------------------------------------ 20 
 [외국국적주민시책 등과 관련된「시의회 결의사항 일람」]---------------------------------------------- 20 
 [용어해설]------------------------------------------------------------------------------------------------------- 21 
 [인구통계]------------------------------------------------------------------------------------------------------- 22 



처음에

히가시오사카시의 외국인 등록수는, 2002 년 12 월말 현재 19,894 명이며 등록인구

총수(516,780 명)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의 인구 40 만명 이상인 시

중에서 비교하면 오사카시 다음으로 2 번째로 높은 외국인 등록비율이다. 이 중,
한국·조선국적이 16,795 명으로 외국인등록자 인구 중 8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등의 역사적 경위에 의해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다. 또,
중국국적은 10.3%이며 중국에서 돌아온 귀국자와 그들의 친족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취업 또는 연수·실습을 목적으로 일본에 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50 개국 이상의 외국인들이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본 시는 1982 년에 책정한 「히가시오사카시 재일외국인 (주로 한국·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지침」에서 「재일한국·조선인의 역사적 배경 및 오늘날의 상황을

직시,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에 의거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이

옹호되어야 하며 모든 차별의 철폐를 기본으로 , 본 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에 노력하기 위하여 이 지침을 제정한다. 」라고 명기, 오늘날까지 적극적인

시책을 전개해 왔다.
한편, 1991 년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350 만명을 넘어섰으며, 방일 목적 또한

다양화되어 종래의 상용이나 관광목적 외에도, 일본에 거주하면서 취업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일본에 오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외국인

수용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의

하나로서 지역사회의 국제화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본 시에서는 1992 년에 「히가시오사카시 국제화 대책 대강」을 책정,

보더레스화가 진척되고 있는 당시의 국제사회 속에서 히가시오사카시의 문화적 특징을

살리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란 두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가면서 「세계시민의 지역, 히가시오사카를 지향하며」 오늘날까지

시책의 추진에 힘써 왔다.
그러나 「히가시오사카시 재일외국인 (주로 한국·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지침」

책정으로부터 20 년, 「히가시오사카시 국제화 대책 대강」책정으로부터 10 년이 각각

경과한 현재의 국내·국제적인 큰 상황변화를 감안할 때 체류 외국인을 에워싼

현실적인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조성 추진을 도모하는 새로운 종합계획의 책정에 따라 외국국적주민들의 인권이

존중 받으며 보다 알찬 다문화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히가시오사카시 재일

외국인 (주로 한국·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지침 재검토에 관한 회의」및 
「히가시오사카시 외국국적주민시책 지식인회의」를 설치, 그 제언을 근거로 하여 본

시의 외국국적주민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히가시

오사카시 외국국적주민시책 기본지침(-함께 하는 지역사회구축을 위하여-)」을 책정

하는 바이다. 

아울러 앞으로의 사회적 상황 변화 또는 시책의 진척 상황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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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지침책정의 취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동시에 존엄하고,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동포의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라고 한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의 제 3 회 총회(1948 년)에서

채택되었다. 이후, 여러가지 국제 조약이 유엔에서 채택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점차

비준되어 왔다.
현재 일본의 법률이나 제도면에서 볼 때 국적조항의 철폐를 비롯한 개선이 아직

불충분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주민으로서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이질적인 것을

배제하고 동질화를 요구하려는 의식의 존재, 혹은 언어나 습관 등에 대한 상호이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편견이나 차별도 볼 수 있다.
본 시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지역사회를 함께 떠받치고 있는 외국국적주민으로서

인식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경의에 의거한 상호이해를 다져감으로써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함께 하는 지역조성을 진척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목표

◇내외국인 평등원칙의 존중

1979 년에 일본에서 발효된 국제인권규약은 일본인과 외국인의 평등을 포함한

「인간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국적, 언어 또는 종교 등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하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차별 없는 진정한 인권존중과 안심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다민족·다문화 공생의 실현

본 시에서 생활하는 외국국적주민은, 각각 독자적인 언어, 문화, 전통 등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차이점을 서로 인정함과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 시는 모든 주민이 서로 다른 민족이나 문화 등을 상호 간에 존중함으로써

다민족·다문화가 공생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의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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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대한 참가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 10 조에서「시정촌(市町村)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해당 시정촌 및 그곳이 포함되어 있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주민으로 인정한

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본 시는, 외국국적주민이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며 의무를 짊어진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추진할

것이다. 또, 이와 동시에 지방참정권이라던가 주민기본대장법의 개정 등, 제도면
에서의 개선을 정부와 오사카부에 건의하는 것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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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과 과제

외국국적주민의 법적지위는, 국제인권 제 조약의 인권존중이라는 입장에서 결정되

어야 한다.
현행 외국인등록제도는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상시휴대 및 제시의무가 여전히 존재

하고 있어 조속한 시정이 바람직하다. 본 시는 외국국적주민도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보다 나은 그들의 인권존중과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외국인등록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계속하여 정부에 요망한다.

국제인권 제 조약 상, 노동의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일본인 또는 외국인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므로

취직이나 채용 등에서 인종, 국적 등으로 인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노동기준법 제 3 조에 의하면 「국적, 사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여」 노동

조건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 본 시도 1979 년의 직원채용시험

실시요강에서 국적조항을 철폐하였다.
또한 근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국적 노동자에 대해서도 공공직업안정소나

노동기준감독서와 연계협력하여, 상담기관 또는 구제기관 소개 등, 인권구제를 위한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국적노동자의 입장에 입각한 노동조건 또는

환경개선 등을 정부와 오사카부에 제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생종권적 기본권리로서, 국제인권 제 조약에 의해서도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이 권리는, 국적에 관계없이 그 사회의 구성원 또는 주민으로

되어 있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1982 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적조항이 철폐되었으나, 당시 35 세 이상인 자나 20 세 이상의 장애인은 제외되었다.
또한, 1986 년의 동 개정법 시행에 의해 영주자들에게는 경과조치가 내려져 수급자격이

주어졌으나, 당시 60 세 이상의 고령자는 제외 되었다. 이처럼 장애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이나 연금을 못 받고 있는 고령자들이 존재한다. 본 시로서는 일본인과

동등한 조치의 실시를 정부에 건의해 나감과 동시에, 연금을 대신하는 본 시의

급부금제도에 대한 조성조치를 정부와 오사카부에 계속하여 요망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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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제인권규약의 사회권규약 제 13 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제 28 조에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 인권이며, 모든 외국국적의 어린이들에게도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본 시에는 외국국적주민이 자주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민족학교가 있으나 현행

학교교육법에서는 각종 학교로 취급받고 있어, 동법에서 말하는 「일조교 (一條校)」와 
비교해 볼 때, 교육환경 등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층 더 많은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시의 초·중학교에서는, 한국·조선국적 아동과 학생들의 민족적 독자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정규수업 외에「모국어학급」을 24 개교 (2003 년 3 월말)에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귀국·도일(외국인이 일본에 오는 것)한 아동과 학생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장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어 학습이나 입시에 대한 배려 등의 진로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모국어를 잊지 않도록 하는 배려 또한 필요하다. 또한 성인에 대해서도

일본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서로 다른 민족이 함께 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외국국적주민들이 민족적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문화를 서로 존중할 줄 아는 다민족·다문화 공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시내에 있는 대학 등에는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이 있다. 유학생은

자국의 발전에 공헌해 나갈 인재임과 동시에 일본과의 교류의 가교가 될 인재들이다.
아울러 유학생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자국의 문화나 전통을 전하는 가까운

존재다. 이러한 유학생들이 유학생활을 원활하게 보내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외국국적주민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 외국국적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활동에 참가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참가를 제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감사청구 등의 직접청구의 권리는 외국국적주민은 법령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소수자의 의견을 시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심의회 등의 위원에 정원 외로 특별히 외국인을 참가시킨다던가 하여 시정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국적주민의 대부분이 기본적 인권이자 민족의 표현인 본명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 한 사회상황은 외국국적주민에 대하여 일본에의 동질화를 요구하고, 이질적인 것을

배제하려는 의식과 상호이해가 충분치 못함으로써 생긴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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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문화 간의 상호이해는 국제적인 흐름이며,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 개년 행동계획」및 정부(国), 부(府) ,시(市)의 행동계획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인권은, 인권교육의 중점과제로 되어 있다. 또한 오사카부의 「인권존중사회구축

조례」와 「인권시책추진기본방침」에 있어서도, 인종·민족 등에 의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본 시도 이러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 개년 추진

본부의 조직을 중심으로 전 조직이 인권교육을 추진할 것이며 아동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행정을 맡고 있는 시 직원들에게도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종차별철폐조약 등의 국제인권 제 조약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차별의 철폐와 평등 실현에 대해 홍보함과 동시에 모든 차별을 허락하지 않고

여러가지 문화와 다양성을 상호 간에 인정하며 공생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나감으로써

「내면의 국제화」추진에 힘써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구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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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대책

1 행정 서비스의 확충

(1)고령자복지

【개황】

본 시에서는 《활력있고 풍요로운 마음의 고령화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2003 년 3 월에 책정된「히가시오사카시 제 2 차 노인 보건복지 계획」과 「히가시

오사카시 개호보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노인에 대한 급식서비스와 같은

복지서비스와 노인 돌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국적주민도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며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지역 고령자의 「삶의 보람 찾기 장소」로서 노인클럽의 활동이라던가 소지역

네트워크 활동 추진 사업 등의 면에서 외국국적주민이 소외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각종 서비스나 제도의 이용수속은 고령자 스스로가 수속을 하기 쉽게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일본어를 잘 읽고 쓰지 못 해 불안해 하는 고령자에게

배려하여야 한다.
또, 제도면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한 이용하기 쉬운 운용과 수속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향후 대책】

◇외국국적고령자의 실태 파악

◇외국국적고령자의 생활의 안정

◇외국국적고령자에게 배려한 서비스의 확충

◇고령자시설에 있어서의 다문화교류의 실시

◇지역에 있어서의 외국국적고령자의 삶의 보람 찾기 추진

◇서비스, 제도의 이용 수속의 다언어화와 간소화

◇외국국적주민의 생활습관에 배려한 노인 보살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외국국적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양성

(2) 장애인복지

【개황】

본 시에서는 장애인기본법에 의거하여 「히가시오사카시 장애인플랜」을 책정

(1998 년 3 월) , 장애인복지시책의 종합적인 전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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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장애인지원은 국제장애인 해의 「완전참가와 평등」이란 이념에

의거하여 외국국적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등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의 존중과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목적에

입각한 법률면의 정비를 정부에 요망한다.

【향후 대책】

◇외국국적장애인의 실태파악

◇외국국적장애인의 생활의 안정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조기 제정을 위해 정부와 오사카부에 건의

(3)아동복지·보육

【개황】

외국국적주민이 일본에서 아이를 기르는 경우, 일본사회로의 적응과 함께

민족적 독자성을 보유할 수 있는 육아환경이 필요하다. 보육원에 입소할

경우에도 보육시스템과 생활습관의 차이, 문화의 차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귀국자 등 새로 일본에 온 외국국적주민의 자녀가 육아

지원센터, 보육원 등에 다니게 될 경우, 보호자가 일본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육사와의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없다거나 보육원 등으로

부터의 가정통지문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외국국적주민들도 일본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문화적 배경

등의 차이에 배려하며 다언어에 의한 대응 등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대책】

◇보육에 관한 다언어 가이드북 작성

◇보호자와 보육사와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

◇외국국적주민의 문화적 배경에 배려한 대응

(4)보건·의료

【개황】

의료보험제도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피고용자보험제도 등이 있으나 외국

국적주민 중에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업 중에는, 외국국적주민을 고용할 경우,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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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험가입을 촉진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 문제로 의료 종사자와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모든 외국국적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정비가 더욱 필요하다.
외국국적주민대상 생활정보책자인 「오사카 생활필수」 (오사카부 다언어정보

제공 추진협의회발행) 「메디컬 패스포드」 (오사카부 발행)등으로 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 내용을 더욱 확충함과 동시에

정보가 각 개인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대책】 
◇의료보험제도의 홍보

◇기업의 의료보험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대한 홍보

◇외국어로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제공의 확충

◇의료나 건강에 관한 정보를 다언어로 제공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다언어로의 대응 체제의 확립

(5)주택

【개황】

외국국적주민이 시영임대주택이나 부영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주조건이나 모집정보도 포함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한편,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외국국적주민에 대한 입주제약을 볼 수 있다.

택지건물거래 종사자들에 대해 한층더 지도하기를 오사카부에 요망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입주제약을 없애기 위한 계발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인권존중의 입장에서 입주제약을 규제하기 위한「주택기본조례」의 제정도

시야에 넣어, 외국국적주민을 위한 주택시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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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대책】 
◇공영주택모집 요항의 다언어화 실시와 요망

◇입주제약을 없애기 위한 계발활동

◇외국국적주민과 임대주택소유자·택지건물거래 종사자와의 의사소통 지원

◇ 「주택기본조례」제정을 오사카부에 요망

(6)방재·구급

【개황】

본 시에서는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의 교훈에 의거하여 「히가시오사카시 지역

방재계획」을 수정책정하였으나, 재해에 강한 지역조성을 더욱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방재에 관한 정보로서 「히가시오사카시 방재지도」에 긴급시의 광역대피와 관계

연락처를 4 개국어로 게재, 제공하고 있다. 또, 동 내용은 「오사카 생활필수」에도

게재하여 외국국적주민들의 눈에 자주 띄도록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119 번 통보시나 구급 반송시 등, 영어에 의한 대응을 비롯하여 다언어로의 정보

제공과 전달수단의 검토가 시급하다. 또한, 긴급시에는 외국국적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이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국국적주민을 배려한 재해정보의 제공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향후 대책】 
◇다양한 문화에 배려한 재해시의 지원

◇재해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언어상담창구의 정비

◇방재대책, 재해시의 지켜야 할 점 등을 다언어로 홍보

(7) 고용·노동

【개황】

근로자는, 그 국적에 관계없이 노동관계법령이 제도로서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자의 이해부족이나 외국국적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부족, 본인의 입장이

약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일본인과 비교했을 때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실습생·연수생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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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취업에 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영주자, 특별영주자들이라 하여도

민족적 편견 때문에「취직 차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국적근로자·연수생 등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국적주민의 취업·연수 등의 상황실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향후 대책】

◇외국국적근로자나 연수생 등의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요망

◇취업이나 연수에 관한 상담창구 설치

◇외국국적근로자나 연수생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유학생·취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기업에 대한 계발

◇정부· 오사카부 등 관계 단체와의 협력관계 확립

(8) 외국인등록 업무

【개황】

외국인등록에 있어서의 지문날인 제도는 전폐되었으나 일본에 생활의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국적주민에 대하여 현재도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상시휴대 및 제시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그 때문에 외국국적주민의 인권존중이란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등록법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의 소관사무인 수속 등에 관해서는 인권에의 배려와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향후 대책】

◇외국인등록법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정부에 계속하여 건의

◇외국인등록 업무에 있어서의 인권에 대한 배려

◇외국인등록 수속에 있어서의 다언어안내 등, 편리함의 향상

◇모든 행정서비스센터에서 사무취급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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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종합상담창구 설치

【개황】

본 시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주민은, 그 체류목적, 기간, 조건 등에 따라 당면하는

문제나 고민이 모두 다르다. 예를들어 유학생·취학생들은 한정된 수입으로 생활과

면학을 해야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또, 외국국적근로자는 문화나 언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트러블에 말려들어 일본의 제도나 법률을 몰랐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시내에는, 시민플라자(시민들에게 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와 행정서비스센터를 겸한 리젼센터가 6 개지역

(2003 년 3 월 말 현재)에 설치되어 있으나 본청사도 포함하여 외국국적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담창구는 전혀 없다. 현재, 외국인들의 여러가지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국적주민을 지원하는 시외에 있는 민간 자원봉사조직 등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NGO 나 NPO 와의 네트워크구축이나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다양한

상담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담창구의 설치가 시급하다.

【향후 대책】

◇외국국적주민을 지원하는 NGO 나 NPO 와의 연계

◇외국국적주민 상담창구의 상설

◇외국국적주민 자원봉사자도 활용한 다언어 상담체제의 확립

(10)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정보제공

【개황】

본 시는, 다언어에 의한 생활정보가이드북을 작성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 홈페이지에서도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것이 모든 외국국적주민들

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외국국적주민이 여러가지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지 등으로부터 얻는 경우가 많아 정보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예상된다.
공공성이 높은 행정정보를 외국국적주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정보의

홍보 수단이나 기회 확대 추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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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책】

◇정보제공을 위한 종합기관 설치

◇다언어에 의한 정보제공 추진

◇다양한 기회에 정보제공 추진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외국국적주민 사이의 네트워크화 지원

◇생활정보지의 적절한 제공

(11) 외국국적주민의 실태 파악

【개황】

지금까지 본 시에서는 시정여론조사를 비롯하여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활동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주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외국국적주민의 비율로 보아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외국국적주민의 실태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애로점이 많다.
앞으로 본 시는 외국국적주민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하여

외국국적주민의 의식과 생활 실상을 고려하여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면서 함께 하는 지역주민으로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의 실태

파악을 추진하여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또한 평소부터 관계 부처의 직원이 외국국적주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그

들이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인식을 가지고 시책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향후 대책】

◇외국국적주민의 의식 및 생활실태조사를 실시

◇상담업무를 통한 실태 파악

◇외국국적주민에 의한 의견표명기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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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문화의 확충

(1)다민족·다문화 공생교육

【개황】

서로 다른 민족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타국의 문화와 전통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민족·다문화 공생교육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외국국적주민의 민족적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교류를 진척시킴으로써 다민족·다문화의 공생이

비로소 실현가능하게 된다.

【향후 대책】

◇시민에 대한 다민족·다문화 공생교육의 추진

◇시민과의 교류기회의 확충

◇외국국적아동과 학생에 대한 본명사용 지도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재 및 「모국어학급」의 지도자료 편집·발행

◇외국국적아동과 학생의 문화 발표 기회의 확충

◇민족문화의 이해와 연결되는 평생교육의 확충

◇다언어 도서, 자료, 멀티미디어 교재의 확충

◇민족적인 어린이회 활동에 대한 육성·지원

◇민족문화 등의 전승 지원

◇해외 여러 도시와의 교류 검토

◇「재일외국인 원아·아동·학생에 관한 교육지침 (주로 재일한국·조선인 원아·아동·
학생)」의 재검토

◇히가시오사카시 재일외국인교육연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확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의 확충

(2) 「모국어학급」의 확충

【개황】

본 시에는 한국·조선국적 아동·학생의 민족적 독자성을 높이기 위한 「모국어

학교」가 과외수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초중학교 81 개교 중 초등학교 11 개교,
중학교 13 개교, 합계 24 개교 (2003 년 3 월 말)에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는 귀국한

일본인·일본에 온 외국인 아동·학생도 대상으로 하여 재적하고 있는 외국국적

아동·학생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민족적 독자성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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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책】

◇교육내용의 내실을 기한다.
◇민족강사의 처우 개선

◇ 「모국어학급」의 확충

(3)귀국·도일(외국인이 일본에 오는 것)한 아동과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개황】

귀국·도일한 아동이나 학생이 지장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어를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시에 특별정원 혜택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에 비해 귀국·도일한 보호자들 중에는 일본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까닭에 학교에서 보낸 연락서류를 이해하지 못한다던가 교직원과의 의사 소통이

원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본의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예가 많아 진로선택 등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귀국·도일한 아동과 학생이 불이익을 받거나 보호자가 고립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대책】

◇귀국·도일한 아동과 학생에 대한 일본어지도 확충

◇귀국·도일한 학생의 고교입학자선발 특별정원 확충을 위한 오사카부에의 건의

◇보호자에게 일본어습득 기회를 제공

◇다언어에 의한 교육정보 제공

◇귀국·도일한 아동과 학생들에 대한 학교생활 지원사업의 확충

(4)민족학교에 대한 지원

【개황】

민족학교는 각종 학교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족학교 출신자는 대학

입학시험이나 전입학 거부 등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 한편, 학교교육법에 정해져

있는 「일조교(一條校)」에 비해 교육조성금이 적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부담도

많으며 학교 시설의 노후화나 교육환경, 교직원의 대우 등, 교육면에서 충분치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본 시는 민족학교에 보조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호자에 대한 보조도 시야에 넣어 한차원 높은 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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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책】

◇자녀를 민족학교에 다니고 있는 보호자에 대한 보조금제도 설치 검토

◇「일조교(一條校)」와 같은 취급을 정부에 요청

(5)유학생에 대한 지원

【개황】

시내에 있는 고교, 단기대학, 대학과 대학원에는 400 명 (2002 년 5 월 1 일 현재)
에 가까운 유학생들이 재적하고 있다. 유학생 중에는 숙소의 확보라던가 경제격차

등 생활상 힘든 점이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본 시는 타 시의 상황도 고려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 검토를 도모한다.

【향후 대책】

◇유학생의 생활의식 조사 실시

◇대학 등과의 연계

◇각종지원 검토

3 행정의 국제화

(1) 외국국적주민의 시정참가

【개황】

본 시의 인구 총수에 차지하는 외국국적주민의 비율은 3.9% 이나 외국국적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시키려는 의식이 확실치 않고 제도는 정비가 안 된

상태이다.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외국

국적주민의 시정참가를 촉진시켜야 한다.

【향후 대책】

◇「(가칭)히가시오사카시 외국국적주민시책 검토협의회」 설치

◇외국국적주민의 시정참가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

◇심의회 등의 외국국적주민 참가정원 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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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개황】

지역사회를 외국국적주민도 함께 떠받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단체나 조직에

대한 외국국적주민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동면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체제의 확립이 중요하다.

【향후 대책】

◇외국국적주민이 지역활동에 참가하기 쉬운 환경조성

◇외국국적주민에게 대한 지역활동에의 참가 계발활동

(3)사회참가를 위한 조건 정비

【개황】

외국국적주민도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주민」이라는 인식이 행정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외국국적주민 자신에게도 충분히 정착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외국국적주민이 자신도 이 지역의 「주민」이라는 인식을 다지고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갖추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주민기본대장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국적주민에 관해서는 법령에 따라 시정촌(市町村)에서는 외국인등록

원표가 행정적으로 구비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외국국적주민에 관한 기록이 된다.
외국국적주민에 관한 기록은 주민기본대장과 성격이 다른 외국인등록 기록이기

때문에 시정(市政)을 위한 목적이나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사용할 경우에는 외국

국적주민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대책】

◇외국국적주민을 「주민」으로 보는 의식계발

◇평등한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외국국적주민에 관한 기록 보유

◇주민기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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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국적주민시책에 관한 직원연수

【개황】

시 직원은 외국국적주민이 당면해 있는 현실이나 과제 등을 인식함으로써

외국국적주민의 인권과 민족적 독자성을 존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향후 대책】

◇「히가시오사카시 외국국적주민시책 기본지침」의 홍보

◇직원연수 내용의 확충

◇창구대응용 다언어핸드북 작성

(5) 시 직원으로써 채용

【개황】

본 시는 이미 1979 년에 직원채용에 있어서 국적조항의 철폐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외국국적주민이 수험 기회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외국국적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향후 대책】

◇직원채용 시 국적조항이 철폐되었다는 것을 더욱 널리 홍보한다.
◇본명을 상용할 수 있는 직장환경조성

◇외국국적직원의 활용 검토

4 국제화 추진을 위한 거점정비

(1) 「(가칭)히가시오사카시 국제교류센터」설치

【개황】

본 시에는 50 개국을 넘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외국국적

주민과 일본인 및 외국국적주민 상호 간에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인식하고

다민족·다문화가 공생하는 지역조성의 추진, 정보수집· 발신거점으로서, 또 외국

국적주민의 인권존중에 따른 시책을 전개 도모하는 장소로서도 「(가칭)국제교류

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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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칭)국제교류센터」는 외국국적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본

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위한 국제이해와 다문화이해를 위한 시설이기도

함으로 널리 시민들에게 설치의 이유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대책】

◇설치 이념 등의 홍보노력

◇사업실시에 있어서 NPO 등의 자원봉사단체와의 협조
◇(가칭)국제교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내 공공시설에서의 사업전개

Ⅳ 외국국적주민시책 추진체제

본「히가시오사카시 외국국적주민시책 기본지침」의 책정에 의해 외국국적

주민시책에 대한 시의 자세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제화시책 및 본 시책을

히가시오사카시 전체의 과제로 삼아 추진체제를 확립한다. 아울러 추진에 즈음하여

지역사회에서 시민생활에 밀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NPO 등의 자원봉사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연대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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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외국국적주민시책 등에 관련된 「시의회결의사항 일람」]

채택 년월일 결의사항 명

1967년 10월 30 日 재일조선공민의 귀국협정연장에 관한 요망 결의

위와 같음 재일조선공민의 민족교육에 관한 요망 결의

1969년 3월 30일 출입국관리법 입법화 반대에 관한 결의

1976년 6월 25 일 이동석씨의 조속한 석방에 관한 요망 결의

1977년 12월 23일 국제인권규약비준 촉진에 관한 요망 결의

1978년 3월 29 일 한반도의 자주적평화통일 촉진에 관한 요망 결의

1983년 12월 26 일 세계인권선언 35주년 행사 구체화 등에 관한 요망 결의

1985년 7월 2 일 윤정헌씨의 조속한 석방 요구에 관한 요망 결의

위와 같음 외국인등록법 개정에 관한 요망 결의

1988년 5월 30 일 재일유학생대책의 확충에 관한 의견서

1988년 10월 19 일 전후 처리대책의 조기실시 요구에 관한 의견서

1990년 10월 15 일 재일한국·조선인의 법적지위, 인권보장에 관한 의견서

1990년 12월 20일 인권차별철폐조약의 조기비준 요구에 관한 의견서

1991년 3월 27 日 일조 국교정상화의 조기실현에 관한 의견서

1995년 3월 24 目
조선학교의 법적지위를 개선하고 민족교육의 장려와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요망 결의

1995년 9월 6 日
정주(定住)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 등, 인권보장 확립에

관한 요망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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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일조교(一條校)」
학교교육법

제 1 조 【학교의 범위】이 법률에서 말하는 학교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전문학교, 맹(盲)학교, 아(聾)학교, 양호학교(발달지체특수학교)
및 유치원을 가리킨다.

민족학교는 각종 학교로 취급한다. 각종 학교란 학교교육법 제 83 조「제 1 조에서

말하는 학교 이외의 것으로 학교교육과 같은 교육을 하는 곳(해당교육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및 제 82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수(專修)학교의 교육을 행하는 곳은 제외한다. ) 은, 이것을 각종 학교라고

한다. 」

「일조교」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각종 학교에는 국고금 보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교육 보조, 기부금 공제, 취학원조비용 등의 유무 또는 차이가 있다.
대학수험 자격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령이 수정되어 2003 년도 봄 이후로는

수험자격이 각 대학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다.

◇「귀국·도일」

귀국이란 주로 중국의 잔류고아 등 및 동 관련자가 일본으로 귀국하여 정주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도일(외국인이 일본에 오는 것)이란 1952 년 이후에 일본에 와서

거주하게 된 것을 말한다.

◇「다언어」

본 시에 있어서 다언어란 4 개 언어(일본어, 영어, 한국·조선어, 중국어)를 말한다.
단, 「오사카 생활 필수」는 6 개 언어(일본어, 영어, 한국·조선어,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표기되어 있다.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9 년 9 월 일본국체결) 제 26 조

(법 앞의 평등)에 어떠한 이유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도 평등한 보호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본 규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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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

총인구수 및 외국인등록인구 추이

※ 매년 12 월 31 일현재 수치

지역별 등록 인구 (2002 년 12 월 31 일현재)

(단위 : 명)

년 총인구수 외국인등록수 비율(%) 년 총인구수 외국인등록수 비율(%)

1967 461,886 17,286 3.74 1985 526,756 22,730 4.32 

1968 474,628 17,770 3.74 1986 526,618 22,719 4.31 

1969 488,198 18,509 3.79 1987 526,954 22,656 4.30 

1970 498,232 19,343 3.88 1988 526,530 22,753 4.32 

1971 505,688 20,022 3.96 1989 524,275 22,544 4.30 

1972 513,113 20,458 3.99 1990 522,013 22,576 4.32 

1973 519,141 20,769 4.00 1991 520,961 22,751 4.37 

1974 521,905 21,252 4.07 1992 520,315 22,795 4.38 

1975 522,697 21,311 4.08 1993 519,178 22,584 4.35 

1976 523,654 21,571 4.12 1994 517,733 22,533 4.35 

1977 522,172 21,823 4.18 1995 519,662 22,035 4.24 

1978 522,496 22,248 4.26 1996 520,583 21,997 4.23 

1979 521,289 22,517 4.30 1997 519,572 21,586 4.15 

1980 522,331 22,701 4.35 1998 518,700 21,310 4.11 

1981 523,168 22,775 4.35 1999 518,548 20,596 3.97 

1982 523,793 22,852 4.36 2000 518,164 20,454 3.95 

1983 525,201 22,689 4.32 2001 517,794 20,170 3.90 

1984 526,831 22,829 4.33 2002 516,780 19,894 3.85 

지역 주민기본대장 외국인등록

시 전체 496,886 19,894 
A 58,693 765 
B 71,339 1,061 
C 59,644 1,339 
D 98,201 2,211 
E 32,743 944 
F 94,595 4,861 
G 81,671 8,713 

A

B

C

D

E

F

G

22 



국적별 외국인등록인구 추이
(단위 : 명)

년 총수 한국·조선 중국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 그 외

1967 17,286 16,869 350 2 … … 65
1968 17,770 17,351 354 1 … … 64
1969 18,509 18,066 371 4 … … 68
1970 19,343 18,871 381 － … … 91
1971 20,022 19,529 366 1 … … 126
1972 20,458 19,928 322 － … … 208
1973 20,769 20,266 339 1 … … 163
1974 21,252 20,766 363 4 … … 119
1975 21,311 20,847 341 4 … … 119
1976 21,571 21,152 313 … … … 106
1977 21,823 21,405 320 … … … 98
1978 22,248 21,808 327 … … … 113
1979 22,517 22,140 318 … … … 59
1980 22,701 22,308 329 … … … 64
1981 22,775 22,378 330 … … … 67
1982 22,852 22,410 356 … … … 86
1983 22,689 22,271 323 … … … 95
1984 22,829 22,388 329 … … … 112
1985 22,730 22,224 359 … … … 147
1986 22,719 22,194 374 … … … 151
1987 22,656 22,087 394 … … … 175
1988 22,753 22,108 461 49 12 28 95
1989 22,544 21,821 518 61 17 9 118
1990 22,576 21,630 601 75 19 103 148
1991 22,751 21,508 668 94 13 225 243
1992 22,795 21,373 761 127 9 276 249
1993 22,584 21,022 854 122 16 318 252
1994 22,533 20,756 1,013 118 15 377 254
1995 22,035 20,131 1,129 123 18 364 270
1996 21,997 19,585 1,567 132 17 350 346
1997 21,586 19,020 1,674 143 10 347 392
1998 21,310 18,774 1,634 152 31 314 405
1999 20,596 18,164 1,535 152 34 275 436
2000 20,454 17,872 1,625 159 72 279 447
2001 20,170 17,260 1,853 166 95 326 470
2002 19,894 16,795 2,040 181 103 304 471

※「－」는 해당수치 없음,「…」는 불분명하여「그 외」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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