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생활 가이드북 

          （초등학교・중학교 편） 

 

 

                       한국어・조선어판 
（韓国・朝鮮語版） 

 

 

 

 

 

 

 

 

 

 

 

 

 

 

 

 

 

 

 

 

 

 

 

 

 

 

돗토리현 교육위원회 
 



목차 

 

활용 가이드                                    １ 

 

１ 일본의 학교제도                                ２ 

 （１）취학 전 교육에 대하여                           ２ 

 （２）초등・중등교육에 대하여                          ２ 

 （３）고등교육에 대하여                                                       ２ 

２ 취학 수속에 대하여                              ４ 

３ 교육 내용에 대하여                                                          ４ 

 （１）교육과정 （커리큘럼）                                                   ４ 

 （２）그 외 교육활동에 대하여                          ５ 

４ 진급・진학에 대하여                                                         ５ 

５ 교육비에 대하여                                                             ５ 

６ 취학비의 원조 등에 대하여                                                   ６ 

  （１）취학 지원（초・중학교）                                                 ６ 

（２）참고 장학금, 수업료 감면제도（고등학교・대학교 등）                    ６ 

７ 주요 연간행사                                                                      ７ 

８ 학교에서의 하루                                                            ９ 

９ 학교에서의 규칙                                                            ９ 

１０ 학교 소개（초등학교）                                                          １２ 

 （１）등하교에 대하여                                                       １２ 

 （２）소속에 대하여                                                         １２ 

 （３）복장, 소지품에 대하여                                                  １２ 

 （４）급식에 대하여                                                         １４ 

 （５）청소에 대하여                             １４ 

 （６）학교 회계에 대하여                           １４ 

 （７）필요한 서류 제출에 대하여                       １４ 

 （８）학습 내용에 대하여                           １４ 

 （９）일과표                                                                １５ 

 （１０）시간표                                １５ 

 （１１）알림                                 １６ 

１１ 학교 소개（중학교）                                                              １７ 

 （１）등교 시간에 대하여                           １７ 

 （２）통학에 대하여                             １７ 

 （３）하교에 대하여                             １７ 

  （４）소속에 대하여                              １７ 

 （５）복장 및 소지품에 대하여                        １９ 

 （６）급식에 대하여                             １９ 

 （７）청소에 대하여                             １９ 



 （８）학년 회계                              １９ 

 （９）필요한 서류 제출에 대하여                      １９ 

 （１０）일과표                               １９ 

 （１１）학습할 과목과 시간표                        ２０ 

 （１２）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２１ 

 （１３）알림                                ２１ 

１２ 클럽 활동에 대하여・클럽 신고 (중학교용）                               ２２ 

１３ 가정환경표                                                             ２３ 

１４ 각종 신고                                                                          ２５ 

１５ 안내・통지문                                                           ２６ 

 （１）입학식・졸업식 안내                                                  ２６ 

 （２）수학여행・숙박 체험학습 안내                     ２７ 

 （３）교외 학습 안내                            ２８ 

 （４）가정방문 안내                            ２９ 

 （５）장기 휴교 안내                            ３０ 

 （６）모금 안내                              ３１ 

 （７）학년・학급 간담회, 참관수업 안내                     ３２ 

 （８）개인 면담 안내                            ３３ 

 （９）운동회・체육대회 안내                        ３４ 

 （１０）ＰＴＡ행사 안내                          ３５ 

 （１１）진로 희망 조사（중학교용）                     ３６ 

１６ 건강 관련                                                               ３７ 

 （１）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진흥센터 재해구제급부제도 가입에 대하여       ３７ 

 （２）건강조사표                              ３８ 

 （３）건강진단 안내                            ４０ 

 （４）내과 건강진단 결과 안내와 검진 결과 보고서              ４１ 

 （５）보건조사표 (치과용)                         ４２ 

       치아・구강 건강진단 결과와 검진 장려                 ４３ 

（６）안과 검진 문진표・색각 검사                          ４４ 

안과 검진 결과 안내                          ４６ 

（７）시력검사 결과 안내                          ４７  

（８）보건조사표 (초등학교 이비인후과용) (중학교 이비인후과용)        ４８               

（９）이비인후과 검진 결과 보고서                     ５０ 

（１０）소변 검사 안내                           ５１  

 （１１）출석 정지 통지서와 등교 허가원                   ５２ 

 （１２）심장병 조사표                                                 ５３ 

（１３）결핵 건강진단 문진표                                               ５４ 

（１４）결핵 정밀검사 검진표                        ５５ 

（１５）운동기 검진 보건조사표                       ５６ 



1 

 

학교생활 가이드북（초등학교・중학교 편） 

활용법 

 

１ 본 자료는 일본어판을 한국어・조선어로 번역하였습니다.  

 

２ 번역은 일본어 뜻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자가 알기 쉽도록 의역했으므

로 내용 등은 일본어판에 준합니다. 

 

３ 본 자료는 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아동학생의 보호자에게 돗토리현내의 

학교생활 상황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４ 통지문 등에 대해서는 예시를 들고 있으니 외국인 아동 학생의 모국어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프린트해 해당 항목에 レ표시를 하고, 적당한 날짜, 숫자 등을 기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５ 본 자료의 활용은 각국의 문화, 습관 등에 따르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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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일본의 학교 제도 

（１）취학 전 교육에 대하여 

    취학 전 교육은 초등학교 취학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보육소(원), 인정어린

이원에서 실시합니다만, 그 기간은 시정촌이나 교육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유치원은 만３세에서 초등학교 취학까지 유아를 보육하고 심신의 발달을 돕기 위

한 교육시설로‘학교'입니다. 교육 내용은‘건강'‘인간관계'‘환경'‘언어'‘표현'의 

5 개 영역입니다. 

      보육소는 보호자가 일을 하는 등 어떤 이유에 의해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를 양육하는 목적의 시설로‘보육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설은 유치원과 달

리 ０세에서 ６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호와 교육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보육내용은, ‘생명 유지'와‘정서 안정'이라는 양호분야와 유

치원과 동일한 5 개 영역의 교육분야로 구성됩니다.    

인정어린이원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교육,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보호자의 근로 유무에 관계없이 이용가능합

니다. 유치원과 보육소(원) 의 기능을 모두 갖춘 시설로 ０세에서 ６세까지의 영유아

가 대상입니다.  

 （２）초등・중등교육에 대하여 

    ①    초등학교는 만６세가 지나면 그 해 ４월부터 입학하여 ６년 간 초등학교 교육

을 받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로 입학하여 ３년 간 중학교 교육을 받

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반드시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는데 이를 의무교육

이라고 합니다. 

    ②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국가의 제도 아래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의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단 다른 교

재비 등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③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마치고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고등학교, 각종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보통과 또는 직업교육을 주로 하는 

전문학과 또는 학생이 다양한 각 교과・과목 중에서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종

합학과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3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고등학교는 전일제, 정시제, 

통신제 과정이 있습니다. 

    ④    장애 아동의 자립과 사회참가를 위한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지

원학교나 특별지원학급 등이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습니다. 아동의 

교육적 요구에 바탕을 둔 지도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학교의 수

업료는 무료입니다. 

（３）고등교육제도에 대하여 

         고등교육은 주로 대학교와 대학에서 합니다. 이들은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을 하

는 기관으로 수업기간은 대학은 ４년, 단기대학은 ２년입니다. 보다 고도의 교육기

관으로는 대학원(２년 혹은 ５년)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 외에 취업 등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는 기관으로 전문학교(주로 

２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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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교 계통도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별지원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공과 

   특별지원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전문학교       전공과 

      각종 학교  

   전수학교 일반과정 

 ←전수학교 고등과정 

전공과  정시제 과정 

 통신제 과정   

 

고등학교 

전공과 

전수학교 전문과정 

     

 

  단기대학 

통신제 과정     ㅡ   전공과 

대학              대학원 

                 ㅡ전공과 

 

 

                     専攻科 

    정시제 

  통신제 

 중등교육학교 

 （전기과정） 

 

(후기과정） 
 

  통신제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학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나이 

 

취학 가이드북－일본 학교 입학 수속－（2015년4월 문부과학성 발행）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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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취학 수속 절차 등에 대하여 

○외국인 아동 학생 의무교육 취학 수속 절차 

   공립 의무교육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살고 있는 시정촌 사무

소 또는 시정촌 교육위원회에서 외국인 취학 신청 수속을 해 주십시오. 

   사립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직접 신청해 주십시오. 

〈참고〉문부과학성 ‘취학 가이드북'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1320860.htm 

 

○방과 후 아동 클럽 

   보호자가 낮에 가정에 없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와 생활의 장을 제공하여 건

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아동 클럽의 소재지, 연락처, 입회 신청 방법, 서비스 종류 등은 시정촌 

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３ 교육 내용에 대하여 

（１）교육 과정（커리큘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학습 지도 요령에 따라 결정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교육활동은 ①교과 ②도덕 ③외국어활동 ④종합적인 학습시간

⑤특별활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①교과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사회, 산수, 이과, 생활, 음악, 미술 공작, 가정, 체육에 관해 학습

하는 시간입니다.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영어를 배웁니다. 

중학교에서는 국어, 사회, 수학, 이과, 음악, 미술, 보건체육, 기술 가정, 외국어에 관해 학

습하는 시간입니다. 

②도덕 

  인간으로서 더욱 알찬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 자신을 발견하고 

인간 본연의 자세와 삶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③외국어활동 

  외국어를 통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 증진 및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세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어의 음성 및 기본적인 표현에 익숙하게 함

으로써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④종합적인 학습 시간 

  교과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연체험과 자원봉사, 생산활동 등의 체험적 학습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사고방식, 학습법을 몸에 익힘과 동시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생각

하는 시간입니다. 

⑤특별활동 

  학급 회의, 운동회와 음악회, 근로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과 

가능성을 신장하고 친구들과의 협력으로 더 나은 생활을 구축해 나가는 태도를 몸에 

익히는 시간입니다. 

（２）그 외 교육활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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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１）에서 언급한 학습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 

  매일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대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청소를 합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청소도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급식 

  학교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급식을 실시합니다. 급식이란 급식센터 등의 시설에

서 만든 점심식사로 학급 전원이 다 같이 먹는 것입니다. 급식 준비와 뒷처리는 학생

들이 교대로 합니다. 단, 행사 상황에 따라 급식이 없는 날 등에는 가정에서 도시락을 

지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는 각자 부담입니다.  

○행사 

  학교에는 입학식, 졸업식, 참관일 등 １년 간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하는 행사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참가해 주십시오. 

○부활동 

  학생의 자주적・자발적 참가에 따라 이루어지며, 스포츠나 문화･과학 등에 친근감을 가

질 수 있게 해 주는 교육활동입니다.   

 

４ 월반・진학에 대하여 

 일본은 의무교육 기간에는 월반 제도가 없으며 입학（편입학）한 학년에서 순차적으로 

상급 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질환 등으로 장기간, 학습 기회를 잃어버린 특별한 경

우 외에는 유급이 거의 없습니다. 의무교육이 끝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보통 입

학시험이 있습니다. 

 

５ 교육비에 대하여 

（１）교육비 등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특별지원학교 초등부・중학부는 수업료와 교과서가 무료입니다.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고등부는 수업료와 교과서가 유료입니다. (단, 소득에 따라 고등

학교 등 취학지원금과 고교생 등 장학급부금을 지급받을 경우가 있고 특별지원학교의 경

우, 조성제도가 있음)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수업료가 유료입니다.  

그리고 학용품비, 통학용품비, 교외 활동비, 수학여행비, 급식비, ＰＴＡ※
회비 등의 비

용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 납부 방법으로는 현금이나 개인 계좌에서 자동지불되거

나학교지정의 금융기관에 자동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연락 

드립니다.  

※자녀의 입학과 동시에, 보호자는 자동적으로 그 학교의 ＰＴＡ(Parents and Teachers 

Associasion)회원이 됩니다. ＰＴＡ란 보호자와 교직원이 협력하여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습하거나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ＰＴＡ 회비는 학교를 보호자 입장에서 

응원하고 보호자 자신이 학습하는 활동을 위한 비용입니다. 

 

 （２）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하여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수업료 지불을 위한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

습니다. (지급 조건 있음)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등에 다닐 경우 소득에 준거하여 지급액

이 가산됩니다.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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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소득 가구는 수업료 외 교육비 (교과서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를 지원하기 

위한 고등학생 등 장학급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변제가 필요치 않습니다. 

６ 취학비의 원조 등에 대하여 

（１）취학 지원（초・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안심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힘든 보호

자에게 교육비를 원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용품비, 통학용품비, 교외활동비, 수학여행비, 급식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기 힘든 경

우에 학교나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상담해 주십시오. 

※ 이 제도는 공립뿐만이 아니라 사립, 대학부속 초・중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학교로 신청해 주십시오. 

 

（２）참고 장학금, 수업료 면제제도（고등・대학생 등） 

 경제적인 이유로 수학이 힘든 고등학생・대학생 등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①, ②는 2016년 ４월 현재의 금액입니다. 

①돗토리현이 시행하는 장학금（돗토리현 육영 장학금 자금） 
 
        월 급여액 

고 
등 
학 
교 
등 

국공립 
자택통학의 경우 18,000엔  

자택 외 통학의 경우 23,000엔 

사 립 
자택통학의 경우 30,000엔 

자택 외 통학의 경우 35,000엔 

대 
학 
교 
등 

국공립 45,000엔 

사 립 54,000엔 
 

          ※고등학교 분은 ４월 중에, 대학교 분은 8월 중에 각 고등학교 등

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장학금 신청시에는 소득기준이, 대학 장학금 신청시에

는 소득기준과 성적기준이 있습니다. 

 

②일본학생지원기구가 시행하는 장학금（제1종:무이자분） 

 

 

월 급여액 

고

등

전

문 

국공립 
자택통학 21,000 엔 

자택 외 통학 22,500 엔 

사립 
자택통학 32,000 엔 

자택 외 통학 35,000 엔 

 

대 

학 

국공립 
자택통학 45,000 엔 

자택 외 통학 51,000 엔 

사립 
자택통학 54,000 엔 

자택 외 통학 64,000 엔 

   ＊상기 규정에 관계없이,  

30,000 엔을 선택할 수도      30,000 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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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학교 등에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시에는 소득기준과 성적기준이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수업면제제도 

 학교에 따라 수업료 면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각 학교로 문의해 주십시오)  

 

７ 주요 연간 행사 

 일본 학교는 매년 ４월에 시작하여 ３월에 끝납니다. 학년은 몇 개의 기간으로 구분되

어 있으며(학기) 시정촌에 따라서는 ３학기제 경우와 ２학기제 경우가 있습니다. 

  각 학기의 주요 학교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행사의 명칭과 실시 기간 등은 학

교에 따라 다릅니다. 

 

【１학기】（４월～７월） ＊【전기】（４월～９월）２학기제의 경우  

시업식（４월）                                  

  제１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입학식（４월） 

   １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맞이하고 축복하는 행사입니다. 학생 및 보호자는 보통 

정장을 하고 입학식에 참석합니다.              

신체검사・건강진단（４월～６월）                       

  학생들의 신장, 체중 등의 발육을 측정하고 학생들의 신체・건강 상태를 의사가 진단

합니다.                        

소풍 

  교실을 벗어나 교실 안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자연과 역사・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

험하는 현장학습입니다.   

수업참관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학급 간담회 

   담임과 보호자분들이 학급 일이나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상담합니다. 수업참관이 

끝난 후에 주로 실시됩니다. 

가정방문 

  학급 담임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와 상담합니다. 

수영 

  여름이 되면 체육시간에 수영을 합니다. 

개인 간담회 

    담임과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공부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종업식（７월） 

  제 １학기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성적표를 나누어 줍니다. 

여름방학（７월 말～８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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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３０～４０일 간의 방학입니다. 

                                          

【２학기】（９월～１２월）  

＊【후기】（１０월에서 ３월）２학기제의 경우, 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을방학이 있습니다.   

개학식（９월）                                  

  제 2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운동회・체육제                          

  단거리 달리기와 릴레이, 공던지기, 댄스 등을 합니다. 그리고 학급 친구들을 응원하

면서 운동에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행사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보호자도 참

가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피난 훈련 

  지진이나 화재에 대비한 훈련입니다. 

음악회・문화제・학습발표회 

  합창과 음악 연주, 연극 발표, 학습 발표회, 전시 등을 합니다. 

종업식（１２월） 

  제 ２학기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성적표를 나누어 줍니다. 

겨울방학（１２월 말～１월 초）                           

  약 ２주간의 방학입니다.                

                                          

【３학기】（１월～３월）                   

개학식（１월）                                  

  제 ３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졸업식（３월） 

    졸업증서를 나누어 주고 졸업을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졸업생의 보호자도 참가합니다. 

수료식（３월） 

   제 ３학기의 종업식과 함께 １년을 마무리하는 행사로 성적표를 나누어 줍니다. 

봄방학（３월 말～４월 초）                                  

  수료식이 끝나면 봄방학입니다. 봄방학이 끝나면 ４월부터 새 학년 새 학급에서 공

부하게 됩니다. 

 

【학년별 중요 행사】                      

수학여행                                             

   주로 초등학교 ６학년, 중학교 3학년이 대상입니다. 여러 곳의 명소・시설을 견학하거

나 체험 활동을 합니다.                                                     

직장 체험 학습                           

   중학교 ２학년이 대상입니다. １주일 정도 학교를 떠나, 지역사회（보육소, 상점, 사업

소 등）속에서 각종 체험활동을 합니다.  

숙박 훈련 

  숙박을 하며 집단생활 훈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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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 학교에서의 하루일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교                   등교 

 

    （전교 조회）・・・・・・・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한 달에 한 번 전교생이 모여 교장 

선생님의 말씀과 연락 등을 듣습니다. 

    （조회）・・・・・・・・학급 단위로 개개인의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아침 독서・아침 자습）・수업 시작 전 10～15분간 아침 독서나 계산 연습, 한자 연습 등

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업시작                 수업시작 

    수업                                      수업 

    ・대부분, 수업시간은 45분입니다.            ・대부분, 수업시간은 50분입니다. 

    ・오전수업은 4교시 입니다.                  ・오전수업은 4교시입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담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과목은 전문교사가 담당합니다. 

     지도합니다.                             ・외국어 이외의 수업은 모두 일본어로 

・수업은 모두 일본어로 이루어지나, 외국어     합니다. 

활동시간에는 외국어(원칙:영어)를 통한 커 

뮤니케이션을 실시합니다.  

 급식                   점심 

급식이 없는 경우, 도시락을 지참합니다. 

      건강상, 종교상의 이유로 급식을 할 수 없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세요. 

 

    점심시간, 청소                           점심시간, 청소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청소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업                                      수업 

・ 오후에는 학년이나 요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１~２교시 수업을 합니다. 

・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학년과 요일에 따라 다릅니다. 

・ 방과 후, 학급・학교 일이나 스포츠 활동 등으로 하교 시간이 달라집니다. 

  

 수업끝                                     수업끝 

  클럽활동：방과 후, 담당교사（고문）

등의 지도 아래 운동・문화활동을 합니

다. 

 

９ 학교에서의 규칙 

  학교에서 집단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일

본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도록 합시다. 모르는 점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등교시간과 통학로 

 ・학교에는（   ：   ）까지 등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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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능한 위험이 적은 길을 정하는데 이를 통학로 

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보로 통학합니다만,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집이 가까운 학생들이 모여 집단으로 등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자전거 통학이 허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결석시 연락 방법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에는 그 날 수업시간（   ：   ）까지 보호자가 직접 다음 방

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교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      ） 

  ＦＡＸ（   －      ） 

  결석신고서 또는 연락수첩・・・가까운 친구에게 부탁해서 학교에 전달한다. 

○학교 휴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일에 학교 행사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수업 하는 날이 휴일이 됩니다. 

・대체휴일없이 토요일에 수업을 행하는‘토요수업' 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휴일 

   １월 １일     설날 

  １월 둘째 월요일  성인의 날 

  ２월 １１일     건국기념일 

  ３월 ２０일 경  춘분의 날 

  ４월 ２９일    쇼와의 날 

  ５월 ３일     헌법기념일 

  ５월 ４일     녹색의 날 

  ５월 ５일     어린이 날 

  ７월 셋째 월요일   바다의 날 

   ８월 １１일         산의 날 

  ９월 셋째 월요일   경로의 날 

  ９월 ２３일 경      추분의 날 

  １０월 둘째 월요일  체육의 날 

  １１월 ３일     문화의 날 

  １１월 ２３일    근로감사의 날 

  １２월 ２３일    천황 탄생일 

 

 ※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됩니다. 

  

○장기 휴일 

 □ 여름방학７월    일～ ８월    일 

 □ 가을방학１０월   일～ １０월    일 

 □ 겨울방학１２월    일～ １월    일 

 □ 봄방학３월    일～ ４월    일 

 

○출석 정지 

・다음과 같은 감염증에 걸렸을 경우에는 의사의 등교 허가가 있을 때까지 학교를 쉬어 

주십시오.（독감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 

 

○건강과 안전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학교에서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교사에게 알려 주십시오. 양호실에서 응급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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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사고에 대비하여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의 재해공제급부제도를 두고 있

습니다. 부금의 일부（４００엔 정도）는 보호자의 부담입니다. 

 

 

○그 외 학교생활에 대하여 

・등교한 후부터 하교할 때까지는 학교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교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학교 안에 들어 올 때는 실내화로, 체육관에서는 체육신발로 갈아신는 학교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돈이나 귀중품, 물건 등은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합시다. 

・자기 물건에는 이름을 써 두도록 합시다. 

・복장과 두발에 대해서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 

・교과서는 학교에서 나누어 줍니다.（무료） 

・다음의 학용품은 보호자가 준비해 주십시오. 

가방：란도셀(초등학생용 가방) 손가방 

문구류：필통  지우개 자 연필 빨간색 연필 책받침 크레파스 색연필 가위 풀 등  

급식 시간에 필요한 것：마스크 마스크 주머니  젓가락  젓가락통 등 

체육 시간에 필요한 것：체육복 체육모자 체육관 신발 신발가방 

※ 학교에서 지정한 체육복이 있으므로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그 외：명찰  걸레 손수건 휴지(티슈） 등 

※ 자기 물건에는 반드시 이름을 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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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０ 학교 소개（초등학교） 

 （       ）초등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학생이 본교에

서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１）등하교에 대하여 

 ①등교에 대하여 

    □등교는 각 통학반별로 정해진 시각에 집합장소에 모여 등교합니다. 

    □등교반은（     ）입니다. 

      집합시각은（   ）시（   ）분입니다. 

      집합장소는（        ）입니다. 

      반장은（                   ）입니다. 

        □등교반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연락하겠습니다. 

  □등교는 각자 합니다. 

      （   ）시（   ）분까지 학교에 옵니다. 

  □등교는 스쿨버스를 이용합니다. 

 

 ②하교에 대하여 

  □하교는 매일 각자 합니다. 

    □하교는（   ）요일부터（   ）요일은 각자 합니다.（   ）요일은, 집단

하교합니다. 

  ＊하교시각은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 일과표,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교는 스쿨버스를 이용합니다. 

 

 ③등하교시는 안전을 위해 정해진 통학로를 이용합니다. 

 

（２）소속에 대하여 

 자녀의 소속반은 （   ）학년（   ）반입니다. 

 담임은（             ）선생님입니다. 

  

（３）복장과 소지품에 대하여 

 ①복장에 대하여 

  a. 복장은（□자유  □학교지정 교복  □통학복 ）입니다. 

   등하교시는 □안전 어깨띠（반사 어깨띠）를 착용합니다. 

  b. 명찰을 답니다. 명찰은（     ）에서 구입합니다. 

  c. 체육복에 대하여 

   □학교지정의（□상하 체육복 □반팔셔츠, 반바지 □체육 모자（  색) 

     □체육관 신발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특별히 지정은 없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사용했던 것을 착용해도 무방합니다. 

  d. 실내화 

   □실내화는（□자유  □학교지정 실내화）입니다. 

  e. 수영복에 대하여 

   □수영은 6월경부터 실시합니다. 

   □수영에는 수영복（□학교지정 □지정없음）과 수모（□학교지정 □지정없음）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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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교복 □체육복 □실내화 □체육관 신발 □수영복 □수모）는 아래 상점

에서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점명                  전화번호 

     

 ②소지품에 대하여 

  a. 학습도구는 통학가방（□학교지정가방 □란도셀 □자유）에 넣어서 가지고 오

기 바랍니다. 

  b. 교과서는 무료입니다. 학교에서 지급합니다. 

  c. 노트 종류는 담임선생님이 지시합니다. 

  d. 그 밖의 소지품은 아래와 같습니다.（Ａ는 가정에서 준비할 것들, Ｂ는 학교에서 

다같이 구입하여 차후에 대금을 받도록 합니다.） 

 

Ａ Ｂ 품물명 Ａ Ｂ 품물명 

□ □ 연락주머니 □ □ 방재두건   

□ □ 연락장 □ □ 서랍 

□ □ 연필(일회용 연필심이나 2B연필-5자루정도) □ □ 걸레(       장) 

□ □ 색연필 □ □ 삼각건 

□ □ 크레파스 20색입,굵은것(연필색연필,크레용 불가) □ □ 급식모자 

□ □ 지우개 □ □ 젓가락 

□ □ 필통 □ □ 젓가락통 

□ □ 책받침 □ □ 젓가락 주머니 

□ □ 가위 □ □ 마스크 

□ □ 풀 □ □ 마스크 주머니 

□ □ 무지 노트(연습장) □ □ 칫솔 

□ □ 자 □ □ 컵 

□ □ 물감 세트 □ □ 컵통 

□ □ 습자 도구 □ □ 체육복 가방 

□ □ 산수 세트(산수 도구) □ □ 공작 주머니 

□ □ 재봉 세트 □ □ 목욕 타올 

□ □ 유점토, 점토판 □ □ 물통 

□ □ 조각칼 □ □ 신발 주머니 

□ □ 건반 하모니카 □ □  

□ □ 리코더 □ □  

 

※ 소지품에는 반드시 이름을 적으세요. 

※ 학교에는 현금, 귀중품 등 학습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는 안됩니다. 

  （例）시계, 게임기, 휴대전화, 만화, 잡지, 트럼프 등의 게임, 과자류,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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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급식에 대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급식이 있습니다. 

 （□젓가락 □숟가락 □칫솔 □마스크 □마스크 주머니 □컵 

   □컵 주머니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한 달에               엔 정도 듭니다.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구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 

 알레르기나 종교상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５）청소에 대하여 

 매일 청소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학교를 깨끗이 합니다. 

 걸레가 필요하므로（□매년 초에  □  학기 초에）모읍니다.  

 

（６）학교의 모든 회계（교재비, 학급비, 급식비, 학부모 모임회비 등）는 별도로 통지

하겠습니다. 

 

（７）필요한 서류제출에 대하여 

  □가정환경표 

 □긴급 연락카드・・・자녀가 학교에서 다쳤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신속히 학부

모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쓰일 카드이기 때문에 확실히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증란은 보험증이 있을 경우에만 기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금구좌 계좌이체 의뢰서   

      모든 경비납입을 위한 구좌를 열기 위해, 구좌 계좌이체 신청서에 기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８）학습에 대하여 

 초등학교에서 학습하는 교과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１, ２학년→ 국어 산수 생활 체육 음악 미술공작 도덕 학급활동 

 ３학년→ 국어 산수 사회 이과 체육 음악 미술공작 도덕 학급활동  

종합적 학습 시간 

  ４학년→ 국어 산수 사회 이과 체육 음악 미술공작 도덕 학급활동 클럽  

아동회（위원회 활동） 종합적 학습 시간 

 ５, ６학년→ 국어 산수 사회 이과 체육 음악 미술공작 가정 도덕 외국어활동  

학급활동 클럽 아동회（위원회 활동） 종합적 학습 시간 

※ 클럽은 교과는 아니지만 전원이 참가하는 수업입니다. 스포츠나 음악, 요리만들기 

등의 즐거운 활동을 합니다. 

※ 숙제는 한자연습, 계산연습, 읽기 등 거의 매일 있습니다. 가정학습에 협조 부탁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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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일과표 

 학교는  오전   시    분 

부터 시작하여  오후  시   분

에 끝납니다. 

 각각의 수업은 ４５분간입니다. 

 

 

 

 

 

 

 

 

 

 

 

 

 

（１０）시간표 

   시간표는 학년・학급에 따라 다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１교시 

     

２교시 

     

３교시 

     

４교시 

     

５교시 

     

６교시 

     

①국어 ②산수 ③사회 ④이과 ⑤생활 ⑥가정 ⑦체육 ⑧음악 ⑨미술공작  

⑩도덕 ⑪외국어활동 ⑫쓰기 ⑬학급활동 ⑭클럽 활동 ⑮위원회 활동  ⑯학년, 학

급 시간⑰집회    ⑱（            ：종합적인 학습 시간） 

시   간 내   용 

 ：   ～   ： 조례 

：   ～   ： □청소 

：   ～   ： 1 

：   ～   ： 2 

：   ～   ： 쉬는 시간 

：   ～   ： 3 

：   ～   ： 4 

：   ～   ： 급식 

：   ～   ： 쉬는 시간 

：   ～   ： □청소 

：   ～   ： 5 

：   ～   ： 6 

：   ～   ： □청소 

：   ～   ： 종례 

：   ～   ： 최종 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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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１）알리는 말씀 

  ○결석・지각・조퇴할 경우 연락에 대하여 

    자녀가 결석・지각・조퇴할 경우는 반드시 오전 중에 학교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연락방법】 

   □결석・지각・조퇴 신고서를 제출한다. 

     □전화, 팩스로 연락한다. 

 

  ○학급에서 배부하는 문서는 자세히 읽어주십시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임교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