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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초등학교 6 년 및 중학교 3 년이 의무교육 입니다. 

보호자는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자녀를 반드시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의무교육 기간이 끝난 자녀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 년, 고등전문학교 5 년, 고등직업전문학교 1 년 이상 등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대학교 4 년, 단기대학교 2 년, 전문학교 1 년 이상 등,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4 월에 학교가 시작되고, 다음해 3 월에 종료됩니다. 

1 년은 3 개의 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학이 3 회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 학기】 

4 월∼7 월 1 학기 

8 월∼12 월 2 학기 

1 월∼3 월 3 학기 

【일본 학교의 방학】 

7 월 하순∼8 월 하순  여름방학 

12 월 하순∼1 월 초순  겨울방학 

3 월 하순∼4 월 초순  봄방학 

(1) 일본의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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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6 년)와 중학교(3 년)는 의무교육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자녀도 일본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취학 연령 

초등학교: 만 6 세가 된 다음 4 월 

중학교: 만 12 세가 된 다음 4 월 

 

비용 

공립 초등학교 및 공립·중학교는 수업료 및 교과서 비용이 무료 입니다. 

학용품 비용, 급식 비용, 수학여행 비용 등은 본인부담 입니다. 

이즈미사노시에서는 취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학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입학 수속 

<이즈미사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취학할 연령이 되면 9 월경에 이즈미사노 시청에서 ‘취학 안내서’가 

배송됩니다. 이 안내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속을 하면 됩니다. 

10 월이 되도 ‘취학 안내서’가 배송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즈미사노 시청 ‘학교교육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이즈미사노시로 이사한 사람> 

재류카드를 지참하여 이즈미사노 시청 ‘시민과’에서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수속을 해야 합니다. 

그 후, 학교교육과에서 편입학 수속을 해야 합니다. 

 

★수속, 문의처 

학교교육과 

전화번호: 072-463-1212（내선: 2331～2335） 

시민과 

전화번호: 072-463-1212（내선: 2111～2118） 

 

자녀의 일본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일본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교육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학교교육과 

전화번호: 072-463-1212（내선: 233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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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등학교(高校: 고교)                               

 

대부분의 일본인이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취학 연령 

만 16 세 

 

비용 

일본국가나 오사카부가 수업료를 보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보호자의 연간 

소득이 약 910 만엔 미만이라면 사실상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사립 고등학교도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혹은 적은 비용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가이드 ‘4.교육’의 ‘(2) 취학 

지원’를 참조해 주십시오. 

 

학과 

다양한 과목을 널리 학습하는 ‘보통과(普通科)’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상업과(商業科)’ 및 

‘공업과(工業科)’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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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기대학교, 대학교                               

 

일본 국공립 대학교의 입학시험은 모든 수험자가 받는 ‘센터 시험(한국의 수능시험에 해당함)’과, 각 

대학교 별로 실시되는 입학시험이 있습니다. (2021 년 1 월부터는 센터 시험 대신에 ‘대학입학 공통시험’이 

실시됨) 사립 대학교와 단기대학교(短大: 단대)의 입학시험은 각 대학·단기대학교에 따라 시험과목 및 

일정이 다릅니다. 

 

☆참고 사이트 

오사카부 ‘다국어 학교생활 지원정보’ 

http://www.pref.osaka.lg.jp/shochugakko/kikoku/index.html 

http://www.pref.osaka.lg.jp/shochugakko/kikoku/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