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사카후 교육위원회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기시와다시 교육위원회    히가시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야오시 교육위원회    사카이시 교육위원회 

모리구치시 교육위원회    도요나카시 교육위원회 

 

 

1. 중학교 야간 학급이란? 
연령이 만 15 세 이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나, 실질적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중학교입니다. 

 

2. 야간 학급이 있는 학교 

 

오사카시에 있는 학교 

・덴노지 중학교      ・덴마 중학교   

・후미노사토 중학교  ・히가시이쿠노 중학교 

기시와다시에 있는 학교 

・기시키 중학교 

히가시오사카시에 있는 학교 

・후세 중학교       ・오키베 중학교 

야오시에 있는 학교 

・야오 중학교 

사카이시에 있는 학교 

・도노바바 중학교 

모리구치시에 있는 학교 

・사쓰키 학교 

도요나카시에 있는 학교 

・다이욘 중학교 

  

3.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1)부터 (3)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연령이 만 15세 이상인 사람 

（2）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졸업한 

사람 

（3）오사카후에 살고 있는 사람 

(주)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나 오사카후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야간 

학급이 있는 시교육위원회 또는 야간 학급이 있는 학교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야간 학급(Yakanchugaku) 안내 



  

 
4. 입학 시기 
매년 4월입니다. 

 

5. 수업 시간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시간은 오후 5시경부터 오후 9시경까지입니다. 

(시작과 종료 시간이 다른 학교가 있습니다.) 

 

6. 야간 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 

3년입니다. 

 

7. 입학 접수 기간, 장소, 시간 
입학을 희망하는 해의 전 해의 12월 1일부터 입학을 희망하는 해의 4월 말일까지의 

기간 (토요일 • 일요일 • 경축일 이외)에 다음의 장소에서 접수합니다. 

・ 야간 학급이 있는 시의 교육위원회･･････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일요일 • 경축일 이외)  

・ 야간 학급이 있는 학교･･････오후 4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토요일 • 일요일 • 

경축일 이외) 

 

8. 문의처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곳) 
입학을 희망하는 야간 학급이 있는 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야간 학급이 있는 학교에 

상담해서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입학에 필요한 서류 
① 입학 허가 신청서 

이 서류는 야간 학급이 있는 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야간 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의 주민표 사본 

이 서류는 입학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시청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중학교 졸업증서 사본 

졸업증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0. 입학 허가 
야간 학급이 있는 시의 교육위원회가 입학을 결정합니다. 

 

11. 입학 희망자가 야간 학급이 없는 시에 살고 있는 경우 
  입학 희망자가 야간 학급에 입학하는 것은, 야간 학급이 있는 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입학 희망자가 살고 있는 시의 교육위원회로 연락합니다. 또한 입학 희망자가 야간 

학급을 졸업했을 때나 도중에 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 거주지가 바뀌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연락합니다. 

 



  
 

 

 

 

 

 

 

 

 

 

 

 

 

 

 

 

 

 

 

 

 

 

 

 

 

  

기시와다시 교육위원회 총무과 
 주  소   기시와다시 기시키초 ７－１ 

(난카이전차 「기시와다」역에서 남서쪽으로 ８００ｍ） 

 전  화  ０７２－４２３－９６０７ 

 
◎ 기시와다시립 기시키 중학교 

 주  소  기시와다시 노다초 ２－１９－１９ 

（난카이전차 「기시와다」역에서 남동쪽으로 ５００ｍ） 

 전 화  ０７２-４３８-６５５３ 

사카이시 교육위원회 학무과 
 주  소  사카이시 사카이쿠 미나미카와라마치 ３－１ 

（난카이전차 고야센 「사카이히가시」역에서 남쪽으로 １００ｍ） 

 전  화  ０７２-２２８-７４８５ 

 

◎ 사카이시립 도노바바 중학교 

 주  소  사카이시 사카이쿠 구시야초히가시 ３－２－１ 

（난카이전차 고야센 「사카이히가시」역에서  서쪽으로 ８００ｍ、또는 

한카이전차 「하나타구치」역에서 동쪽으로 ３００ｍ） 

 전  화  ０７２-２２１-０７５５ 

야오시 교육위원회 학교교육추진과 
 주  소  야오시 혼마치 １－１－１ 

（긴테쓰전차 오사카센 「긴테쓰야오」역에서 남서쪽으로 ３２０ｍ） 

 전  화  ０７２-９２４-３８７３ 

 
◎ 야오시립 야오 중학교 

 주  소  야오시 미도리가오카 １－１７ 

（긴테쓰전차 오사카센 「긴테쓰야오」역에서 북쪽으로１０００ｍ） 

 전 화  ０７２-９９８-９５５１ 

모리구치시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  
 주  소  모리구치시 게이한혼도오리 ２－５－５ 

（게이한전차 「모리구치시」역에서 북서쪽으로 ３００ｍ、 또는 

지하철 다니마치센 「모리구치」역에서 서쪽으로 ３００ｍ） 

 전  화  ０６-６９９５-３１５１ 

 

◎ 모리구치시립 사쓰키 학교 

 주  소  모리구치시 가스가초 １３－２６ 

（게이한전차 「도이」역에서 동쪽으로 １００ｍ） 

 전  화  ０６-６９９１-０６３７ 



  
 

 

 

 

 

 

 

 

 

 

 

 

 

 

 

 

 

 

 

 

 

 

 

 

 

 

 

 

 

 

 

 

 

 

 

 

 

 

 

 

 

도요나카시 교육위원회 교육총무과 학무계 

 주  소  도요나카시 나카사쿠라즈카 ３－１－１ 

（한큐전차 다카라즈카센 「오카마치」역에서 동쪽으로 ５００ｍ） 

 전  화  ０６-６８５８-２５５３ 

 

◎ 도요나카시립 다이욘 중학교 

 주  소  도요나카시 핫도리혼마치 ４－５－７ 

（한큐전차 다카라즈카센 「핫도리텐진」역에서 북동쪽으로 ６５０ｍ） 

 전  화  ０６-６８６３-６７４４ 

 

히가시오사카시 교육위원회 학사과 
 주  소  히가시오사카시 아라모토키타 １－１－１ 종합청사 １７층 

（긴테쓰전차 게이한나센 「아라모토」역에서 서쪽으로 ２００ｍ） 

 전  화  ０６-４３０９-３２７１ 

 

◎ 히가시오사카시립 오키베 중학교 

 주  소  히가시오사카시 아라모토니시 １－３－４６ 

（긴테쓰전차 게이한나센 「아라모토」역에서 남서쪽으로 ７００ｍ） 

 전  화  ０６-６７８３-８１００ 

 

◎ 히가시오사카시립 후세 중학교 

 주  소  히가시오사카시 다이헤이지 ２－１－３９ 

（긴테쓰전차 오사카센 「슌토쿠미치」역, 또는  

ＪＲ 오사카히가시센 「ＪＲ슌토쿠미치」역에서 남서쪽으로 ４００ｍ） 

 전  화  ０６-６７２２-６８５０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지도부 초등・중학교 교육담당 

 주  소  오사카시 기타쿠 나카노시마 １－３－２０ 

（게이한전차 「요도야바시」역、또는  

지하철 미도스지센 「요도야바시」역에서 북쪽으로 ５０ｍ） 

 전  화  ０６-６２０８-９１8６ 

 

◎ 오사카시립 덴노지 중학교 

 주 소  오사카시 덴노지쿠 기타카와호리초 ６－２０ 

（ＪＲ「덴노지」역、지하철 「덴노지」역、또는 

긴테쓰전차 「오사카아베노바시」역에서 북동쪽으로 ５００ｍ ） 

 전 화  ０６-６７７１-２７５７ 

 

◎ 오사카시립 덴마 중학교 

 주  소  오사카시 기타쿠 가미야마초 １２－９ 

（ＪＲ「오사카」역、 또는 지하철 「우메다」역에서 동쪽으로 ８００ｍ） 

（ＪＲ간조센 「덴마」역에서 서쪽으로 ６００ｍ） 

（지하철 사카이스지센 「오기마치」역에서 서쪽으로 ３００ｍ） 

 전 화  ０６-６３１２-８４６２ 

 

◎ 오사카시립 후미노사토 중학교 

 주 소  오사카시 아베노쿠 비쇼엔 １－５－５２ 

（ＪＲ  한와센 「비쇼엔」역에서 북서쪽으로 ２００ｍ） 

（긴테쓰전차 미나미오사카센 「고보레구치」역에서 남서쪽으로 ２００ｍ） 

（지하철 다니마치센 「후미노사토」역에서 북동쪽으로 ５００ｍ） 

 전 화  ０６-６６２１-０７９０ 

 

◎ 오사카시립 히가시이쿠노 중학교 

 주 소  오사카시 이쿠노쿠 신이마자토 ７－９－２５ 

（긴테쓰전차 나라센 「이마자토」역에서 남동쪽으로 ６００ｍ） 

（지하철 센니치마에센 「쇼지」역에서 서쪽으로 ５００ｍ） 

 전 화  ０６-６７５２-２８８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