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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초등학교란 어떤 곳?(학교생활 편) TOP
오사카의 공립 초등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다니는 학
교 선생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등교
1 통학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등하교 시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학로’라 부릅니다.
되도록 위험하지 않은 길로 지정되어 있으니, 그 길로 다니도록 합시다.
2 통학 방법
○단체 등교
이웃에 사는 아이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 함께 등교하는 방법입니다. 집합 장소에 늦지 않도록 합시
다.
○개인 등교
혼자 혹은 이웃 친구와 함께 등교하는 방법입니다.
◆수업 시작 시각(학교가 시작하는 시간)
학교는 오전 8 시 25 분부터 8 시 30 분 사이에 시작합니다. 늦어도 10 분 전에 학교에 도착하도록 합시
다. 수업 시작 시간까지 학교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각’이 됩니다. 지각하거나 질병 등으로 쉬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
수업 수나 하교 시간은 요일이나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 초등학교 6 학년은 오전 8 시 30 분경에 수업이
시작하고 오전 중 4 교시(1 교시당 45 분)의 수업이 있습니다. 점심(급식이나 도시락) 후 2 교시의 수업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하루 5~6 교시의 수업을 받습니다. 수업은 주로 담임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급식(학교가 준비하는 점심) 또는 도시락(집에서 가져오는 점심)
오사카부 내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는 급식(학교에서 준비하는 점심)이 있습니다.
급식은 학생이 교대로 당번을 정해 스스로 배급하고 정리합니다. 이것을 급식 당번(급식 담당)이라 합니다.
학기가 시작하는 날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급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도시락(집에서
가져오는 점심)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때는 학교에서 따로 통지가 있습니다. 종교상의 이유나
알레르기로 못 먹는 음식이 있는 경우는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의 재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한달에 약 3,500~4,500 엔 정도입니다.
◆청소시간
초등학교에서는 점심시간 후 청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교실, 계단, 복도, 화장실 등을
청소합니다. 자신이 공부하는 장소를 스스로 깨끗하게 합시다.
◆하교
등교 시와 같은 통학로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교 시간은 학년이나 날에 따라 다릅니다. 또
행사가 있는 날에도 하교 시간이 다릅니다.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는 학교 측에서 통지합니다.
◆복장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갈 수 있습니다. 단, 교복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체육시간에는 운동하기 편한 ‘체육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체육관에서는 실내화와는 별도로 체육관에서만
신는 신발이 필요한 학교도 있습니다. ‘급식당번’이 된 경우에는 앞치마, 마스크, 모자를 착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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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 각자 준비한 것을 사용합니다. 여름의 ‘수영 시간’에는 수영복과 수영모가 필요하며, 각자
준비합니다. 자신의 물건에는 이름을 씁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에 문의 바랍니다.
◆반에 대하여
반에는 40 명 이내의 학생들과 담임선생님이 있습니다. 수업은 주로 담임선생님이 가르칩니다. 다만 학년
이나 학교에 따라서는 미술 공작, 음악, 가정을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기 과목 외
에도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교과의 학습이나 아침, 오후 조회, 반 활동, 여러 학교 행사는 반별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궁금
한 사항이나 곤란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습내용
학교에서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 학년
국어(일본어), 산수, 생활, 음악, 미술 공작, 체육, 특별 교과 ‘도덕’
초등학교 3, 4 학년
국어(일본어), 산수, 사회, 이과, 음악, 미술 공작, 체육, 특별 교과 ‘도덕’, 외국어 활동
초등학교 5, 6 학년
국어(일본어), 산수, 사회, 이과, 음악, 미술 공작, 체육, 가정, 특별 교과 ‘도덕’, 외국어 활동
※그 외 특별활동(반 활동, 아동회 활동, 방과 후 활동, 학교 행사), 종합 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활동이란 아동회 활동과 같이 더 좋은 학교생활을 보내기 위해 어린이들이 시행하는 자주적인 활동
을 말합니다.
◆학습도구
학습에 사용하는 교과서는 무료입니다. 교과서 이외에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 준비합니다.
몇몇 교과에서는 개인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어(일본어) → 붓, 먹 등
음악 → 멜로디언(피아니카), 리코더 등
그림・공작 → 수채화 도구, 크레용, 크레파스 등
가정 → 재봉 도구 등
교재에 따라서는 학교가 지정하는 교재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므로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역에 대하여
아직 일본어가 어려운 보호자, 학생이 학교 및 담임선생님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통역자를 부를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건강진단에 대하여＞
일본 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건 조사(지금까지 걸렸던 병, 현재 건강 상태 조사)
・신장(키), 체중(몸무게), 내과 검진, 안과 검진, 이비인후과 검진, 치과 검진, 시력 검사, 청력 검사
・결핵 검진(투베르쿨린 반응검사) 필요에 따라 실시됩니다
・심장 검진(심전도 검사) 초등학교 1 학년 전원이 검사를 받습니다.
・소변 검사
※이 외에도 수영 수업 전, 마라톤이나 등산 전, 수학여행 전에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통지서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학습 성과(성적)와 학교생활 전반의 활동 상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종업식 날에
받아 보호자 확인 후 다음 학기가 시작하는 날(시업식 당일)에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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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초등학교는 어떤 곳? (행사 편) TOP
초등학교의 1 년
학교는 매년 4 월에 시작하고 3 월에 끝납니다. 대부분 학교의 1 년은 2∼3 학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교
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립니다. 그중에는 보호자가 학교에 가야 되는 것이 있으며, 따로 비용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통지합니다. 학교 행사의 명칭이나 내용 등은 학생이 거주하는 지
역이나 학교, 학년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인 것을 3 학기 제도로 예를 들어 소개하겠습니다.
１학기(대략 ４~7 월)
●시업식
학기가 시작하는 날의 행사입니다. 대부분 모든 학년이 모입니다.
●입학식
1 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보호자도 참석합니다.
●건강진단
의사가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체 측정
키나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가정방문
담임선생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 생활에 대해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외학습(소풍)
교실에서 공부하지 못하는 것을 학교 밖으로 나가 자연이나 역사, 문화와 직접 접하면서 공부합니다.
●수업 참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매일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위해 보호자가 수업에 참석합니다.
●간담회
담임 선생님과 보호자가 학기마다 공부나 학교, 가정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 간담회
반 담임 선생님과 보호자들이 학생 여러분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삼자 면담(개인 면담)
담임선생님과 보호자, 학생이 모여 학교나 가정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통 각 학기가 끝나는
시기에 실시합니다.
●수영 수업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수영장이 있으며,, 6 월 말부터 7 월에 걸쳐 수영을 연습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종업식
학기가 끝나는 날의 행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전 학년이 모입니다.
●여름 방학(7 월 말~8 월 말)
약 30~40 일 동안의 긴 방학입니다. 쉬는 동안 수영이나 방과 후 활동을 하기 위해 학교를 찾는 날도 있
습니다.
２학기(대략 9~12 월)
●시업식
●운동회
달리기나 계주, 댄스 등에 참가하거나 반 친구들을 응원하면서 운동을 즐기는 행사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는 보호자나 가족이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라 부릅니다.
●수학여행
6 학년이 되면 학년 전원이 숙박 여행을 갑니다. 2 학기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제, 학습발표회, 학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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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공작, 가정 시간 등에 만든 것이나 사회과, 이과 등에서 공부한 리포트를 전시하거나 악기 연주 또
는 합창, 연극 등의 발표를 하고 그것을 감상하고 즐기는 행사입니다. 보통 보호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업식
●겨울 방학(12 월 말~1 월 초)
약 2 주 동안의 방학입니다.
３학기(대략 1~3 월)
●시업식
●졸업식
졸업을 인정받은 사람에 졸업장을 주고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수료식
1 년의 마지막 날에 있는 행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전 학년이 모입니다.
●봄 방학(3 월 말~4 월 초)
수료식이 끝나면 봄 방학이 시작됩니다. 이 방학이 끝나면 한 학년이 올라 4 월부터 새로운 학년에서 공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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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중학교란 어떤 곳? (학교생활 편) TOP
오사카의 공립 중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학생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등교
1 통학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등하교 시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학로’라 부릅니다. 되도
록 위험하지 않은 길로 지정되어 있으니, 그 길로 다니도록 합시다.
2 통학 방법
○개인 등교
혼자 혹은 이웃 친구와 함께 등교하는 방법입니다. 중학교에서는 거의 개인 등교합니다.
◆수업 시작 시간(학교가 시작하는 시간)
학교는 오전 8 시 25 분부터 8 시 30 분 사이에 시작합니다. 늦어도 10 분 전에 학교에 도착하도록 합시
다. 수업 시작 시간까지 학교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각’이 됩니다. 지각하거나 질병 등으로 쉬어
야 할 경우는 반드시 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
수업 수나 하교 시간은 1 학년부터 3 학년까지 거의 같습니다. 오전 8 시 30 분 쯤에 수업을 시작하고 오
전 동안 4 교시(1 교시당 50 분)의 수업이 있습니다. 점심 후 2 교시의 수업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하루
5~6 교시의 수업을 받습니다. 수업은 각 교과마다 다른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급식(학교가 준비하는 점심) 또는 도시락(집에서 가져오는 점심)
급식(학교가 준비하는 점심)의 여부는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중학생 전원이 급식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신청자 한정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 없을 때는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때에는 빵을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빵을 판매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 있는 학교의 경우 학생이 순서대로 당번을 정해 스스로 배식하고 정리합니다. 이를
급식당번(급식 담당)이라 합니다.
학기가 시작하는 날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급식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도시락을 집에서
준비해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따로 통지가 있습니다.
종교상의 이유나 알레르기로 못 먹는 음식이 있는 경우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의 재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한 달에 약 3,400~4,600 엔 정도입니다.
오사카부 내의 대부분의 중학교는 급식이 없습니다. 급식이 없는 학교인 경우 학교에 도시락 등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도시락은 학교 내에서 먹어야 합니다(집에 가서 먹을 수 없습니다).
◆청소시간
중학교에서는 하교 전에 청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교실, 계단, 복도와 화장실 등을 청소
합니다. 자신이 공부하는 장소를 스스로 깨끗하게 합시다.
◆방과 후 활동
방과 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교
등교 시와 같은 통학로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교 시간은 학년이나 날에 따라 다릅니다. 또 행
사가 있는 날에도 하교 시간이 다릅니다.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통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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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대부분의 중학교에는 학교마다 정해진 교복(하복, 동복)이 있으며 교복을 입고 등교합니다.
체육시간에는 운동하기 편한 ‘체육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체육관에서는 실내화와는 별도로 체육관에서만
신는 신발이 필요한 학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학교가 체육복도 정해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여름의
‘수영 시간’에는 수영복과 수영모가 필요하며 각자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물건에는 이름을 씁니다. 자
세한 사항은 학교에 문의 바랍니다.
◆반에 대하여
반은 40 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임 선생님 외에 부 담임 선생님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업은
교과별로 담당하는 선생님이 다릅니다.
※각 교과의 학습이나 아침, 오후 조회, 반 활동, 여러 학교 행사는 반마다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궁금
한 사항이나 곤란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습내용
국어(일본어), 수학, 사회, 이과, 음악, 미술, 보건 체육, 기술･가정, 외국어(영어), 특별 교과 ‘도덕’이 있습
니다.
※그 외 특별활동(반 활동, 학생회 활동, 방과 후 활동, 학교 행사), 종합 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학습도구
학습에 사용하는 교과서는 무료입니다. 교과서 이외에 필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준비합니다.
몇몇 교과에서는 개인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어(일본어) → 붓, 먹 등
기술･가정 → 재봉 도구 등
교재에 따라서는 학교가 지정 교재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므로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역자 파견에 대하여
아직 일본어가 어려운 보호자, 학생이 학교 및 담임선생님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통역자를 부를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건강진단에 대해서>
일본 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건 조사(지금까지 걸렸던 병, 현재 건강 상태 조사)
・신장(키), 체중(몸무게), 내과 검진, 안과 검진, 이비인후과 검진, 치과 검진, 시력 검사, 청력 검진
・결핵검진(투베르쿨린 반응검사) 필요에 따라 실시됩니다
・심장검사(심전도 검사) 중학교 1 학년 전원이 검사를 받습니다.
・소변검사
※이 외에도 수영 수업 전이나 마라톤, 등산 전, 수학여행 전에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 시험
중학교에서는 연간 5~6 번의 정기적인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이 있습니다. 교과에 따라 한 학기에
1~2 회, 시험을 보지 않고 평소의 수업에 대한 태도로 판단하는 교과도 있습니다. 정기 시험 기간은
2~3 일입니다.
정기 시험 외에 숙제 시험 또는 실력 확인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선생님에
게 문의 바랍니다.
◆성적통지서
학생의 학습 성과(성적)와 학교생활 전반의 활동 상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종업식 날에 받아 보호자 확
인 후, 다음 학기가 시작하는 날(시업식 당일)에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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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중학교란 어떤 곳? (행사 편) TOP
중학교의 1 년
학교는 매년 4 월에 시작하고 3 월에 끝납니다. 대부분의 학교의 1 년은 2∼3 학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학
기로 나누어져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립니다. 그중에는 보호자가 학교에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따로 비용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통지합니다. 학교 행사의
명칭이나 내용 등은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학교, 학년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인 것을 3 학기 제도를
예를 들어 소개하겠습니다.
１학기(대략 4~7 월)
●시업식
학기가 시작하는 날의 행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전 학년이 모입니다.
●입학식
1 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보호자도 참석합니다.
●건강진단
의사가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체 측정
키나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가정 방문
담임선생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생활에 대해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외학습(소풍)
교실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학교 밖으로 나가 자연이나 역사, 문화를 직접 접하면서 공부합니다.
●수업 참관
학생들이 학교에서 매일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위해 보호자가 수업에 참석합니다.
●간담회(개인 면담)
담임 선생님과 보호자가 학기마다 공부나 학교, 가정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 간담회
반의 담임 선생님과 보호자들이 학생 여러분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삼자 면담
담임 선생님과 보호자, 학생이 모여 학교나 가정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통 각 학기가 끝나는 시기에 실시합니다.
●수학여행
중학교에서는 3 학년이 되면 학년 전원이 숙박여행을 갑니다. １학기에 가는 학교가 많습니다.
●수영 수업
대부분의 중학교에는 수영장이 있으며 6 월 말부터 ７월에 걸쳐 수영을 연습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종업식
학기가 끝나는 날의 행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 학년이 모입니다.
●여름 방학(7 월 말~8 월말)
약 30~40 일 동안의 긴 방학입니다. 쉬는 동안 수영이나 방과 후 활동을 위해 등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２학기(대략 9~12 월)
●운동회
단거리 경주나 계주, 댄스 등에 참가하거나 반 친구들을 응원하면서 운동을 즐기는 행사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보호자나 가족이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중학교에서는 체육대회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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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학습발표회, 학예회
미술, 기술, 가정 시간 등에 만든 작품이나 사회과, 이과 등에서 공부한 리포트를 전시하거나 악기 연주,
합창, 연극 등의 발표를 하고 그것을 감상하고 즐기는 행사입니다. 보통 보호자도 견학할 수 있습니다.
●겨울 방학(12 월 말~1 월 초)
약 2 주 동안의 방학입니다.
３학기(대략 1~3 월)
●졸업식
졸업을 인정받은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고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수료식
1 년의 마지막 날에 있는 행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전 학년이 모입니다.
●봄 방학(3 월 말~4 월 초)
수료식이 끝나면 봄 방학이 시작됩니다. 이 방학이 끝나면 한 학년이 올라 4 월부터 새로운 학년에서 공
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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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고등학교란 어떤 곳? TOP
고등학교 생활
오사카의 공립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학생 여러분이 다니는 학
교 선생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학년
고등학교에는 학년제와 단위제의 2 종류가 있습니다. 학년제 고등학교에는 학년마다 공부하는 과목이 정해
져 있습니다(일부 자신이 선택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결석이나 결과(해당 수업을 쉬는 것)가 많거나 과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 성적이 나쁘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습니다(‘원급 유치(유급)’이라 합니다). 유
급되면 1 년 동안 해당 학년에서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단위제 학교에는 학년이 없습니다. 유급 제도도 없
습니다. 졸업에 필요한 과목 수가 지정되어 있고 해당 과목을 합격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각 과목의 1 주당 수업 수를 단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을 1 주에 4 시간 공부할 경우에는 4 단위라
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 년 동안 공부하여 시험 등에서 일정한 득점을 받으면 해당 과목의 취득
이 인정됩니다.
◆수업 시작 시간(학교가 시작하는 시간)
학교는 오전 8 시 25 분에서 8 시 30 분 정도에 시작합니다.
◆지각
수업 시작 시간이나 각 수업이 시작하는 시간까지 학교에 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이 됩니다. 지각이 많
으면 결석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단위 취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각하거나 질병 등으로 학교를 쉬어
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
고등학교는 오전 8 시 30 분에 시작하여 오전 동안 4 교시(1 교시당 50 분)의 수업이 있습니다.
점심(도시락) 후 오후에는 2~3 교시, 하루에 약 6~7 교시의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은 교과마다 다른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도시락(집에서 가져오는 점심)
오사카부 내의 고등학교에는 학교 급식(학교에서 준비하는 점심)이 없으므로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빵을
준비해야 합니다. 식당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청소시간
고등학교에는 하교 전에 청소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 교실, 계단, 복도, 화장실 등을 청소
합니다. 자신이 공부하는 장소를 스스로 깨끗하게 합시다.
◆방과 후 활동
방과 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장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교복(하복, 동복)이 있으며, 교복을 입고 등교합니다. 체육시간에는 운동하기에 편한
‘체육복’을 입습니다. 체육관에서는 실내화와 별도로 체육관에서만 신는 신발이 필요한 학교가 있습니다. 체
육복 등도 학교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름의 ‘수영 시간’에는 수영복과 수영모가 필요하며 각자 준비합니
다. 자신의 물건에는 이름을 씁니다.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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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대하여
반은 40 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임선생님 외에 부 담임선생님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업은 교
과마다 담당하는 선생님이 다릅니다.
※각 교과의 학습이나 아침, 오후 조회, 반 활동, 여러 학교 행사 등은 반별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궁
금한 사항이나 곤란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습내용
고등학교에서는 국어(일본어)(현대국어, 고전 등), 사회(지리, 역사 등), 공민(현대 사회 등), 수학, 이과
(물리, 생물, 화학 등), 보건 체육, 예술(미술, 서예, 음악 등), 외국어 등을 공부합니다. 전문학과가 있는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공부도 합니다.
※이 외에 도덕, 특별활동(반 활동, 학생회 활동, 학교행사)이 있습니다.
◆학습도구
학습에 사용하는 도구는 교과서를 포함하여 모두 유료입니다.
예술 등 몇몇 과목의 경우에는 개인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통역자 파견에 대하여
아직 일본어가 어려운 보호자, 학생이 학교 및 담임선생님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통역자를 학교로
부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건강진단
＜건강진단에 대하여＞
일본 학교에서는 학교의 필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
다.
・보건 조사(과거에 걸렸던 질병이나 현재 건강 상태 조사)
・신장(키), 체중(몸무게), 내과 검진, 안과 검진, 이비인후과 검진, 치과 검진, 시력 검사
・결핵 검진(엑스레이 촬영) 고등학교 1 학년 전원 대상.
・심장 검진(심전도 검사) 고등학교 1 학년 전원 대상.
・소변검사
※이 외에도 수영 시간 전이나 마라톤, 등산 전, 수학여행 전에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시험
고등학교에서는 연간 5~6 번의 정기적인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이 있습니다. 교과에 따라 학기에 1~
2 회, 시험 없이 평소의 수업 태도 등으로 성적을 판단하는 교과도 있습니다. 정기시험 기간은 3~5 일입
니다. 정기시험 외에 숙제 시험 또는 실력 검증 시험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선생님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적통지표
학생의 학습 성과(성적)와 학교생활 전반의 활동 상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종업식 날에 받아 보호자 확
인 후 다음 학기 시작하는 날(시업식 당일)에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합니다.

고등학교는 어떤 곳?
학교는 매년 4 월에 시작하고 3 월에 끝납니다. 학년제와 단위제의 2 종류가 있는데, 학년제 고등학교는 1 년
이 3 학기 또는 전기, 후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학교에는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보호자가 학교에
와야 하는 경우나 따로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통지합니다. 학교 행사 명칭
이나 내용은 학교, 학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을 3 학기 제도로 예를 들어 소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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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학기(대략 4~7 월)
●시업식
학기가 시작하는 날의 행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 학년 학생이 모입니다.
●입학식
1 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보호자도 참석합니다.
●건강진단
의사가 몸 건강 상태를 진단합니다.
●신체 측정
키나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야외학습(소풍)
교실 내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학교 밖으로 나가 자연이나 역사, 문화를 직접 접하면서 공부합니다.
●삼자 면담
담임 선생님과 보호자, 학생이 학교나 가정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영 수업
대부분의 고등학교에는 수영장이 있으며, 6 월 말부터 7 월에 걸쳐 수영을 연습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종업식
학기가 마치는 날의 행사입니다. 대부분 모든 학생이 모입니다.
●여름 방학(7 월 말~8 월 말)
약 30~40 일 동안의 긴 방학입니다. 쉬는 동안에 수영이나 방과 후 활동을 하기 위해 등교하는 날도 있
습니다
２학기(대략 9~12 월)
●체육대회
단거리 경주나 계주, 댄스 등에 참가하거나 반 친구들을 응원하면서 운동을 즐기는 행사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보호자나 가족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문화제, 학습발표회
반 단위로 악기 연주나 합창, 연극 등을 발표하거나, 그것들을 감상하면서 즐기는 행사입니다. 일반적으
로 보호자도 견학할 수 있습니다.
●겨울 방학(12 월 말~1 월 초)
약 2 주 동안의 방학입니다.
３학기(대략 1~3 월)
●시업식
●수학여행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2 학년 때 학년 전원이 숙박여행을 갑니다.
2 학기나 3 학기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식
졸업을 인정받은 학생(필요한 단위를 취득한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고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등학교의 종류’의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료식
1 년의 마지막 날에 있는 행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전 학년이 모입니다.
●봄 방학(3 월 말~4 월 초)
수료식이 끝나면 봄 방학이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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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고등학교 입시제도 TOP
●일본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90% 이상의 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고등학교나 전문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은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미리 희망 학교를 정해 놓는다.
→입학시험 반년 전까지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진로 가이던스’를 찾아가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견학한다.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하기 전에 견학하러 가봅시다.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체험 입학이라 해서 해당 학
교의 교실이나 체육관 등을 견학하거나 수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통역자와 동행할 수도 있으므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수험하는 과목이 많습니다. 잘 알아보고 계획적으로 공부합시다.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를 경우에는
중학교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선생님이나 보호자와 잘 의논한다
→입학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학교는 자신이 정합니다. 다만 중학교 선생님이나 보호자와 상담하면 여러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립 고등학교의 입학시험을 치를 때 받을 수 있는 ‘배려 사항’등은 중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에 원서를 낸다.
→중학교 선생님과 의논하여 원서(입학지원서)를 쓴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가고 싶은 학교에 제출합니
다.
・입학시험을 본다.
입학시험일에 원서를 제출한 학교에 가서 시험(입학자 선발)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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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학교에서 사용하는 여러 도구 소개 TOP
준비물

설명

서예 도구

국어나 서예 시간에 사용합니다. 붓을 사용해 글을 쓰는 연습을 합니다.

자

수학시간에 사용합니다. 길이를 잽니다.

삼각자

수학시간에 사용합니다.

컴퍼스

수학, 미술 등의 시간에 원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각도기

수학시간에 사용합니다. 각도를 잽니다.

하모니카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악시간에 사용합니다.

캐스터네츠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악시간에 사용합니다.

멜로디언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악시간에 사용합니다.

리코더

음악시간에서 사용합니다.

도구함

초등학교에서 가위, 풀 등을 넣는 개인용 도구함입니다.

가위

미술시간 등에 사용합니다.

풀

미술시간 등에 사용합니다.

셀로판테이프

미술시간 등에 사용합니다.

크레파스

미술시간 등에 사용합니다.

색연필

미술시간 등에 사용합니다.

수채화 도구

미술시간 등에 사용합니다.

조각칼

미술시간 등에 사용합니다.

재봉 도구

가정 시간 등에 사용합니다. 바늘, 실, 재봉용 가위 등입니다.

줄넘기

주로 초등학교의 체육시간에 사용합니다

교복
하복・동복

학교에서 지정된 옷을 말합니다. 교복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실내화

학교 안에서만 신는 신발입니다. 일주일에 1 번 정도 집으로 가져가서 세탁하야 하니 신
발주머니도 필요합니다

가방, 보조가방

중학교에서는 사용 가방이 지정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복
하복・동복

체육시간에 갈아입는 운동하기에 편한 옷입니다. 학교에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체육관 신발

체육관에 들어갈 때 갈아 신는 신발입니다.

수영복・수영모

매년 여름에는 수영 수업이 있는데, 그때 수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수영복과 수영모는
학교에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욕 수건

체육 수영 시간에 사용합니다.

수영 가방

물에 젖은 수영복이나 타월을 넣기 위한 비닐제 손가방입니다.

냅킨

급식 때 사용합니다. 크고 두꺼운 손수건 같은 것이고 각자 급식을 준비할 때 사용합니
다.

물통

여름 더운 시기나 소풍 가는 날에 사용합니다. 물통 안에는 차를 넣습니다.(주스나 설탕
을 넣은 차는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젓가락

급식을 먹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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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치마・모자・
마스크

초등학교의 급식 때나 가정 수업에서 사용합니다. 급식은 교대로 모든 반 친구에게 음식
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에 사용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가정 수업에서
요리를 할 때 사용합니다.

칫솔, 컵

급식 등 점심을 먹은 후 이를 닦을 때 사용합니다.
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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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외국인학교 리스트 TOP
각종 학교
학교명

주소

전화

오사카 중화학교

(우)556-0012 오사카시 나니와구 시키쓰히가시 1-8-13

06-6649-6849

오사카 조선고급학교

(우)578-0984 히가시오사카시 히시에 2-18-26

072-963-3481

나카오사카 조선초∙중급학교

(우)537-0021 오사카시 히가시나리구 나카모토 3-17-6

06-6981-8981

히가시오사카 조선중급학교

(우)544-0012 오사카시 이쿠노구 다츠미니시 3-16-4

06-6757-0991

기타오사카 조선초∙중급학교

(우)533-0015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구 오스미 1-5-1
9

06-6328-6794

미나미오사카 조선초급학교

(우)559-0011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기타카가야 1-11-1

06-6685-6505

히가시오사카 조선초급학교

(우)577-0845 히가시오사카시 데라마에초 2-4-22

06-6728-4202

오사카 제 4 조선초급학교

(우)544-0034 오사카시 이쿠노구 모모다니 4-9-22

06-6712-8833

이쿠노 조선초급학교

(우)544-0012 오사카시 이쿠노구 다츠미니시 3-14-16

06-6758-0848

조호쿠 조선초급학교

(우)535-0022 오사카시 아사히구 신모리 6-8-4

06-6951-3221

오사카 후쿠시마 조선초급학교

(우)555-0033 오사카시 니시요도가와구 히메시마 6-2-3

06-6473-8487

(우)562-0032 미노시 오노하라니시 4-4-16

072-727-5050

(우)531-0071 오사카시 기타구 나카쓰 6-7-34

06-6345-1661

(우)567-0057 이바라키시 도요카와 2-13-35

072-643-4200

간사이학원 오사카 인터내셔널스쿨
http://www.senri.ed.jp/
오사카 YMCA 인터내셔널스쿨
http://www.oyis.org
코리아국제학원
http://www.kis-korea.org/

외국인 학생 수가 많은 사립학교(학교교육법 제 1 조 학교)
학교명
금강학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http://www.kongogakuen.ed.jp/

주소

전화

(우)559-0034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난코키타 2 초메 6-10 06-4703-1780

백두학원 건국 유치원∙초∙중∙고등학
교

(우)558-0032 오사카시 스미요시구 오리오노 2-3-13

http://www.keonguk.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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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691-1231

10 학교・지역의 일본어 교실 TOP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실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교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국어(일본어)나 사회 등 어
느 정도 일본어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업을 받을 때 반 친구들과 다른 교실(또는 다른 학교)로 이동
하여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또는 일본어 교실이 없는 지역이라도 국어(일본어) 등의 수업 때는 다른 교실에서 다른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주거나 방과 후나 쉬는 시간에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일본어 교실은 지역(학교)마다 공부하는 내용이나 횟수가 다르므로 우선 선생님과 상담해보시
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는 기본적으로 일본어 교실이 없습니다.

지역 내 일본어 교실
오사카부 내 각 지역에 있는 일본어 교실에서 일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창구 리스트
http://www.call-jsl.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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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곳(헬로워크 일람) TOP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오사카부에는 아래와 같은 직업안정소가 있습니다.
안정소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헬로워크 오사카히가시

06-6942-4771 540-0011 오사카시 주오구 노닌바시 2-1-36 핏푸빌딩 1~3 층

헬로워크 우메다

06-6344-8609 530-0001

헬로워크 오사카니시

06-6582-5271 552-0011 오사카시 미나토구 미나미이치오카 1-2-34

헬로워크 아베노

06-4399-6007 545-0004 오사카시 아베노구 후시노사토 1-4-2

헬로워크 아베노
직업소개코너(루시어스청 06-6631-1675 545-0052
사)

오사카시 기타구 우메다 1-2-2 오사카에키마에 제 2 빌
딩 16 층

오사카시 아베노구 아베노스지 1-5-1 아베노루시아스빌
딩 8층

헬로워크 요도가와

06-6302-4771 532-0024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주소혼마치 3-4-11

헬로워크 후세

06-6782-4221 577-0056 히가시오사카시 초도 1-8-37 이온 후세에키마에점 4 층

헬로워크 사카이

072-238-8301 590-0078

헬로워크 사카이히가시에
키마에 청사

072-238-8305 590-0028

사카이시 사카이구 미나미카와라마치 2-29 사카이 지방
합동 청사 1~3 층
사카이시 사카이구 미쿠니가오카 가미유키도리 59
다카시마야 사카이점 9 층

헬로워크 기시와다

072-431-5541 596-0826 기시와다시 자쿠자이초 1264

헬로워크 이케다

072-751-2595 563-0058 이케다시 사카에혼마치 12-9

헬로워크 이즈미오츠

0725-32-5181 595-0025 이즈미오쓰시 하사히초 22-45 텍스피아 오사카 2 층

헬로워크 후지이데라

072-955-2570 583-0027

헬로워크 히라카타

072-841-3363 573-0031

헬로워크 이즈미사노

072-463-0565 598-0007 이즈미사노시 우에마치 2-1-20

헬로워크 이바라키

072-623-2551 567-0885 이바라키시 히가시추조초 1-12

헬로워크 가와치나가노

0721-53-3081 586-0025 가와치나가노시 쇼에이초 7-2

헬로워크 가도마

06-6906-6831 571-0045

헬로워크 플라자 센리

06-6833-7811 560-0082

후지이데라시 오카 2-10-18 DH 후지이데라에키마에빌
딩 3층
히라카타시 오카혼마치 7-1 비오르네∙이온 히라카타점 6
층

가도마시 도노시마초 6-4 모리구치 가도마 상공 회관 2
층
도요나카시 신센리히가시마치 1-4-1(한큐센리중앙빌딩
10 층)

헬로워크 플라자 센보쿠 072-291-0606 590-0115 사카이시 미나미구 자야마다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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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일하기 위한 기술 습득) TOP
고등학교 일반과에서의 공부 외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직업기술 전문학교
1~2 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직업훈련을 받고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직
업 안정소(헬로워크)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오사카부 내에는 6 곳(오사카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학교 １곳
포함)이 있습니다.
오사카부립 미나미오사카 고등직업기술전문학교

0725-53-3005

오사카부립 기타오사카 고등직업기술전문학교

072-808-2151

오사카부립 아시하라 고등직업기술전문학교

06-6561-5383

오사카부립 히가시오사카 직업기술전문학교

072-964-8836

오사카부립 유히가오카 고등직업기술전문학교

(일시적으로 폐교)

오사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학교

072-296-8311

○ 응모 입학 수속
・원서 접수 기간
고등직업기술전문학교: 1 월~3 월 중순
오사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학교: 모집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전형 시험
고등직업기술전문학교: ２월 중순
오사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학교: 모집 대상자나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임 선생님이나 진로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등 전문학교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여 직업에 필요한 능력 육성을 목적으로 한 학교입니다. 공업에 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합니다. 5 년제이며, 졸업한 후에는 전문 기술자로 활약하거나 대학교로 편입학도 가능합니다.
오사카부에는 ‘오사카부립대학 공업고등전문학교’가 있습니다. 5 년제입니다.

◆각종 학교・전수 학교
○ 각종 학교
짧은 기간 내에 사회에서 활약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며,
보통 1 년 정도 공부하게 됩니다.
교육 과목: 이미용 관련 학교, 조리사 학교 등
○ 전수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입학하여 전문적인 수업 외 고등학교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고등과정
이 설치된 학교도 있습니다. 기능 연계 제도를 통해 고등학교와 제휴를 맺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 과목: 컴퓨터 관련 전수학교, 이미용 관련 전수학교, 가정 전수학교, 외국어 관련 전수학교,
자동차 정비 전수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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