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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대학・전문학교
장학금
일본어학습
일본어능력의 시험
일본의 교육제도에서는 6 살부터 초등학교에서 6 년간, 12 살부터 중학교에서 3 년간,

15 살부터 고등학교에서 3 년간, 18 살부터 대학에서 4 년간 또는 단기대학에서 2 년간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다양한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외국인 자녀의 경우 국내의 초·중학교에 취학할 의무는
없지만 희망하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년 제도는 매년 4 월에 시작되어 다음 해의 3 월말에 끝납니다. 많은 학교들은
1 학기(4 월∼8 월), 2 학기(9 월∼12 월), 3 학기(1 월∼3 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기(4 월∼9 월)과 후기(1０월∼3 월)로 나뉘어져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업은
일본어로 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유치원이나 보육소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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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육제도

참고：재단법인 자치단체국제화협회”다국어 생활정보”
URL:http://www.clair.or.jp/tagengorev/ja/j/index.html
※2016 년 4 월 1 일부터 소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일관해서 실시하는
「의무교육학교」가 새로운 학교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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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3 살부터 5 살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유치원에 따라서 대상연령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어린이가
유치원에 가지만,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보육시간은 하루 4 시간이 표준입니다.
유치원은 매해 4 월에 시작되나, 입원 신청은 전년도 정해진 달까지 합니다.
보육료·입원방법・대상연령은 유치원에 따라서 다르므로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교육위원회에, 현내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각 유치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현내 사립유치원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URL http://www.pref.saitama.lg.jp/a0204/shiritsuitiran/youchienichiran.html
(사이타마현 학사과 홈페이지)

인가어린이집에 대해서는 5 장 4 절「보육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에서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입학까지 익히고 싶은 내용을「생활」 「타자와의
관계」 「흥미・관심」의 3 개의 시점으로부터 「육아의 기준 「3 개의 메바에」」로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용 전단지(리플릿)에는 일본어 외에 간단한 일본어판과 외국어판(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한국·조선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URL: https://www.pref.saitama.lg.jp/f2214/mebae02/mebae-panfuri-fu.html

2 초등학교·중학교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하려면 본인의 주민표를 각 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에
가지고 가서 「취학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 입학신청을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아동학생이 어느 학교에 통학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1) 초등학교
해당연도의 4 월 1 일 시점에서 만 6 살이 된 어린이가 초등학교 입학의
대상자입니다.
4 월에 입학하는 1 학년생의 입학신청 접수는 전년 9 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취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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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지면 1 월에

「취학통지서」가 우송됩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특별지원학급」이나 「통급에 의한 지도」 제도도
있습니다.

(2) 중학교
당해의 4 월 1 일 시점에서 만 12 살이 된 어린이가 중학교입학의 대상자입니다.
매년 1 월에 초등학교 졸업예정의 아동에게 중학교「취학통지서」가 우송됩니다.
대부분의 중학교는 정해진 교복이 있습니다. 교복구입처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특별지원학급」이나「통급에 의한 지도」 제도도
있습니다.

(3) 도중입학(편입학)
외국의 초·중학교에 재학하던 외국국적의 아동학생이 현내의 초·중학교에 편입학할
때는 거주하는 시(구)청 또는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을 하고 교육위원회 (사이타마시는
구청)에 취학 희망을 전달한 다음에 필요한 수속을 합니다.

(4) 전학
이사 때문에 통학구역이 바뀌면 어린이의 학교가 바뀝니다.
이사하기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재학증명서와 교과서급여증명서를 받은 후, 시(구)청
또는 관할관청에서 전출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녀가 초 ∙ 중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알려
주십시오. 이사한 후에는 전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자녀가 초 ∙ 중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알리고, 새롭게 다닐 학교에 재학증명서와 교과서급여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귀국할 때도 학교에 신고해 주십시오.

(5) 학비
공립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급식비와
교재비는 보호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불방법은 입학했을 때 학교지정의
은행 등에 구좌를 만들어 자동이체 방법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PTA(Parent-Teacher Association 보호자와 교사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교사가 협력하여 학교와 가정에
있어서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생활지도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합니다. 입회는 자유이지만, 대부분의 공립 초·중학교에서는 아이가 입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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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호자는 PTA 에 가입합니다.

PTA 의 입회나 회비는 학교마다 다르므로 각 학교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7) 방과후 아동클럽(학동보육)
직장 등으로 인해 낮에 보호자가 가정에 없는 초등학생 아동을 방과후에 맡는
것입니다. 비용이나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니 각 관할 관청 아동복지
담당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8) 일본어를 잘 못하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
일본어를 못하는 어린이가 많이 재적하는 학교에는 어린이들에게 일본어를 지도하는
교원이 있습니다. 또 현에서는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홈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URL:
http://www.pref.saitama.lg.jp/f2214/kikokugaikokujinsapoutojigyou240120.html

(9) 자녀가 있는 외국인 보호자용 취학 가이드북
자녀가 있는 외국인 보호자를 위해 다언어로 일본 학교 입학수속을 설명한 “취학
가이드북”을, 문부과학성이 작성하였습니다.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Files
/afieldfile/2016/06/24/1358299_01.pdf
중국어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Fil
es/afieldfile/2015/06/01/1358299_05_1.pdf
한국·조선어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
csFiles/afieldfile/2015/06/01/1358299_02_1.pdf
포르투갈어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
csFiles/afieldfile/2015/06/19/1358299_06_1.pdf
스페인어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
Files/afieldfile/2015/06/01/1358299_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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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
Files/afieldfile/2015/06/01/1358299_03.pdf
필리핀어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
Files/afieldfile/2015/06/19/1358299_04_1.pdf

3 고등학교
일본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국립, 현립, 시립, 사립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사회 등에 중점을 두어 학습하는
보통과와, 상업, 공업, 농업 등의 직업에 대하여 학습하는 전문학과, 자기 진로에
대하여 시간을 들여 생각하는 총합학과라고 불리는 학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침부터
등교하는 전일제나, 정시제（※）, 통신제（※）등의 과정도 있어, 다양한 학습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시제, 통신제에서는 일을 하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시제는 야간에
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으며, 통신제는 월 3 번 정도 등교하며 정해진 등교일 이외는
집에서 학습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주야개강하는 정시제 고교도 있습니다.
정시제∙ 통신제고등학교에 대해 (사이타마현 교육위원회홈페이지)
(http://www.pref.saitama.lg.jp/f2208/tei-tuu-sienninn.html)

(1) 입학시험
일본의 중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졸업할 예정을 포함)했으면 일본의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9 년간의 학교교육을
수료했으면 출원자격 인정에 대한 절차를 밟아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입학시험 및 수업은 일본어로 합니다.
공립 고등학교의 입학시험은 정해진 날에 일제히 실시됩니다. 국립, 사립 고등학교의
입학시험일· 모집요강에 대해서는 각학교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공립 고등학교
입학에 대해서는 현재 다니는 중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현공립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에 대한 Q&A (사이타마현 고교교육지도과 홈페이지)
일본어판
영어판

https://www.pref.saitama.lg.jp/f2208/r3nyuushiqa.html
https://www.pref.saitama.lg.jp/f2208/r3englishfaq.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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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비
수업료와 입학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과서값과 교재비 등도 필요합니다.
공립고등학교에서는 소득액에 따라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및 장학을 위한
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입학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립 고등학교의 학비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액에 따라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및 장학을 위한 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내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소득액에 따라 수업료・ 입학료

등의 경감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수학여행, 소풍 등의 행사를 위한 적립금, PTA 회비 등을 납부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들 비용은 학교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것은 각 학교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3) 전학
현립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이사를 해서 주소가 변했을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데 따라 그대로 통학할 수 있으며 전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사한 곳의 가까이에 있는 고등학교에 전학을 희망할 때는 전입학시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먼저 현재 다니는 학교에 상담하십시오.

(4) 외국인 특별선발
일본에 온 지 얼마 안되는 외국인에 대해 특별선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험과는 방법이 다르므로 외국인 특별선발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상담해 주십시오.
2021 년도 입시(2021 년 4 월 입학)로 외국인 특별선발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12 개
교(이와쓰키고등학교, 소카미나미고등학교, 난료고등학교, 후카야제 1 고등학교,
와코국제고등학교, 와라비고등학교, 가와구치히가시 고등학교, 가와고에니시 고등학교,
구리하시호쿠사이 고등학교, 메누마 고등학교, 니이자야나세 고등학교, 미사토기타
고등학교) 입니다.

☎ 상담창구 ∙

문의처
명칭

전화번호

<현립 고등학교의 외국인특별 선발에 대하여>

048-830-6766

사이타마현 교육국 현립학교부 고교교육지도과
<현립 고등학교의 전학, 입학 및 출원자격 인정

048-830-6735

에 대하여>
사이타마현 교육국 현립학교부 현립학교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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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립

고등학교의 수업료·입학료에 대해서>

사이타마현 교육국 교육총무부 재무과

048-830-6652
https://www.pref.saitam
a.lg.jp/f2204/j-s/index.h
tml

＜사립 고교의 수업료 경감보조에 대하여＞
사이타마현 총무부 학사과

048-830-2725
http://www.pref.saitama.l
g.jp/a0204/fubofutan2.ht
ml

4 특별지원학교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있습니다(일부 유치부, 전공과를 설치한 학교도 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에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표가 있는 거주지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에 상담해
주십시오.또한 유치부, 고등부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이타마현 교육국
현립학교부 특별지원교육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아울러 특별지원학교에서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부자유 또는
병약 등 장애 종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유치부
유치부를 설치한 현립 특별지원학교는 3 교입니다. 시각 장애 교육을 실시하는
하나와호키이치 학원, 청각 장애 교육을 실시하는 오미야 농아학원, 사카도
농아학원입니다. 초등학교 또는 초등부 입학전의 3 세부터 5 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3 교 모두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0 세 유아부터의 교육상담 및 보육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청각 장애 모두, 빠른 시기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장애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빠른 시기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초등부
금년 4 월 1 일 시점으로 만 6 세가 넘은 아이로서,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부자유 또는 병약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이가 초등부
입학의 대상자가 됩니다.
아울러 초등부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여름경까지 주소지 관할
교육위원회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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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등부
해당 연도 4 월 1 일 시점으로 만 12 세가 넘은 아이로서,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부자유 또는 병약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이가
중등부 입학의 대상자가 됩니다.
아울러 중등부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교육위원회에 문의해
주십시오.

(4) 고등부
고등부에는 학교에 따라 보통과와 전문학과가 있으므로 사이타마현 교육국
현립학교부 특별지원교육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전형에
응시해야 합니다. 일본의 중학교나 특별지원학교중등부 또는 중학교나 특별지원
학교중등부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예정 포함) 자라면 입학전형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상담창구 ∙

문의처

명칭

전화번호

사이타마현 교육국 현립학교부

접수 시간
월~금(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048-830-6880
특별지원교육과

8:30~17:15

5 대학・전문학교
사이타마현 내에는 많은 국공립·사립대학이 있습니다. 또 단기대학이나 전문학교도
있습니다.
입학자격 및 수속은 대학・전문학교에 따라 다르므로 희망하는 대학・전문학교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대학・전문학교나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는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학생지원기구 웹사이트
일본유학정보
https://www.studyinjapan.go.jp/ja/planning/search-school/ (일본어)
https://www.studyinjapan.go.jp/en/planning/search-school/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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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학금
고등학교, 전수학교(전문학교), 대학, 단기대학, 대학원 등 진학자를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이타마현에서는 아래 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 상담창구 ∙

문의처

장학금 명칭

문의처

접수시간

사이타마현고등학교 등 장

사이타마현 교육국 교육총무부 재무과

학금

048-830-6652
http://www.pref.saitama.lg.jp/f2204/j-s/index2.ht
mll

정시제과정 및 통신제과정

사이타마현 교육국 현립학교부 고등학교교육지도과

학생수학장려비

048-830-6765

편부및 편모, 미망인 복지

사이타마현 복지부 저출산정책과

자금 수학자금

048-830-3337

월∼금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8:30∼17:15

http://www.pref.saitama.lg.jp/a0607/boshifushikaf
ukashitsuke.html
사이타마현 간호사 등 수학 사이타마현 보건의료부 의료인재과
자금·육영장학금 대여제도

048-601-4600
http://www.pref.saitama.lg.jp/a0709/ikueishougak
ukinn/index.html

사이타마현 의사육성 장학

사이타마현 보건의료부 의료인재과 048-830-3546

금

http://www.pref.saitama.lg.jp/a0709/ishiikusei-sh
ougakukin/

혼다 세이로쿠 박사 장학금 사이타마현 농림부 숲정비과

048-830-4310

https://www.pref.saitama.lg.jp/a0905/hondas
hogakukinboshu2.html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단체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점은 관할 관청이나 학교, 각 단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7 일본어학습
현내 각지의 자원봉사 강사에 의한 무료 일본어교실에서나 일본어학교(유료)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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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창구 ∙

문의처

명칭

전화번호

<자원봉사에 의한 일본어교

048-833-3296

월∼금요일

실에 대하여>

URL:

(공익재단법인)사이타마현

https://www.sia1.jp/foreign/japanese/

국제교류협회
<일본어학교에 대하여>

접수시간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9:00∼16:00

03-6380-6557
월∼금요일

(일반재단법인)일본어교육

URL:

진흥협회

https://www.nisshinkyo.org/
→“학교 찾기”(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9:30∼17:30

8 일본어능력의 시험
일본어 능력을 판정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결과는 학교를 수험하거나 취직을 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점은 각각의 문의처에 문의해 주십시오.

☎ 상담창구 ∙

문의처

명칭
일본어능력시험
http://www.jlpt.jp/

문의처
(공재)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 접수센터
03-6686-2974

J.TEST 실용일본어검정
https://j-test.jp/

일본어 검정협회・J.TEST사무국
03-5875-1231
j-test@gobun-ken.jp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

(공재)

http://www.kanken.or.jp/bjt/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
0120-50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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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월~금요일
9:30∼17:30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월~금요일
10:00∼17:00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월~금요일
9:00∼17:00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