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아동의 언어권
곽정란
리츠메이칸대학 첨단종합학술연구과

１．연구의 목적

①일본에서 농아동의 언어권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소개하고 ② 그 과제에 대해 논함.
연구방법： 디프로의 농교육팀, 다츠노코학원, 메이세이학원에
대한 문헌조사

5. 농아동의 인권구제신청
・ 2003년 5월 27일 전국각지의 농아동과 그 부모 107명이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인권구제 신청
・ 농학교에서 일본수화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학습권(헌법26조) 및 평등권(헌법14조)를

２．언어권이란

침해당했다고 구제를 요청함

키무라 고로 크리스토프에 의하면

（1）문무과학성은 일본수화를 농학교의 교육사용언어로서

・언어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는 인식에서

인지・승인하여 농학교에서 일본수화에 의한 수업을 실시할

출발한 권리개념
・언어적 소수자가 언어적인 이유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인권문제로 파악
・ 스스로가 소속의식을 가진 집단의 언어를 습득・사용할

것.
（2）문부과학성은 농학교에 일본수화에 의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농학교에 일본수화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농인을 적절하게 배치할 것（전국 농아동을 둔 부모회
편2004:296).

권리이자 ＆ 해당 지역이나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법률상의 혹은 사실상의) 공용어를 학습할 권리
（키무라2004：83）

6. 수화의 학교 메이세이학원
・ 2007년5월 이중언어 특별구로 인정

３．농문화선언과 디프로

・ 2008년 4월 학교법인 메이세이학원(明晴学園)이
도쿄토 시나가와구에 개교함

농인이란 일본수화를 일본어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 수화로 부터 이중언어(일본어의 읽기쓰기)에

언어적소수자이다（키무라・이찌다1995=2000:8）。

・ 이중언어로부터 사회로

디프로(DPRO)：1993년 5월 결성, 농인에 의안 농인을 의한 자조그

・ 교장： 카야 요코(榧陽子) 농인（2013년 4월）

룹, 일본수화를 지지하는 청인,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s)

・ 학생수 59명(유치부16명, 초등34명, 중등9명)

도 참여

・ 교직원수(비상근을 포함) 교원25명(이중 농인은

디프로의 이념: “우리들은 농인을 일본수화라는 일본어와 다른

13명), 직원6명 교직원 전원 일본수화 능통자임

언어를 말하는 언어적 소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 일본 전국각지에 97개교의 농학교가 있지만,

농인이 농인으로서 농인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 및 일본수화와

일본수화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농인의 문화가 일본어나 청인의 문화 등과 동등하게 취급되어 존

메이세이학원이 유일함.

중되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합니다.”

메이세이학원 홈페이지（2013년 10월31일자）

디프로 홈페이지（2013년10월31일자）
http://www.d-pro.net/dpro%E3%81%AB%E3%81%A4%E3%81%84
%E3%81%A6/

http://www.meiseigakuen.ed.jp/prospectus_folder/summary.html

7. 과제
・다른 공립 농학교에서는 일본수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 즉 농아동의
언어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최근 수화언어법 제정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화언어법에

4. 데프 프리스쿨 다츠노코학원
・
・
・
・

1999년 4월 다츠노코학원 개교
농인에 의한 농아동을 위한 데프 프리스쿨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중언어・이중문화농교육(2Bi) 실시
제1언어로서 일본수화를 습득한 후, 제2언어로서 일본어의 읽
기쓰기를 학습

일본수화에 의한 교육을 실시라는 문구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들리지 않거나, 듣기 어려운 사람들의 언어의 권리는 언어권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불취학 농인은 홈사인이나 몸짓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어의 습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학교 환경에
놓여 세미링구얼 상태인 사람도 있다. 즉 농아동(인)의 언어권이라는
접근 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커뮤니케이션권을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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