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여러분께 

１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합시다 

  일본어를 할 수 없다든가 외국에서 왔다고 해서 곤란한 일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기 바랍니다. 

  일본사회는 일본어와 외국어 양쪽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나라의 말(모국어) 과 일본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２ 외국에서 온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 ･ 교류행사  

＊ 학교수업에 공부를 도와주는 서포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본어교육학교지원사업 ）. 

＊ 외국에서 온 학생들의 교류회가 있습니다. 

5윌  「고등학생 교류회(신입생환영회)」외국출신 고등학생들의 교류회   

오사카의 고등학생 100 명 정도가 모여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한마당」조선반도 출신의 고등학생과 일본의 고등학생과의 교류회 

６월 「 WaiWai！토크 Part1」자기 나라의 말（모국어）로 의견발표를 합니다 (2 학년 이상). 

10 월 「One World(ワン  ワールド )」후리쓰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만 서로 접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은 문화나 자기나라말(모국어)을 가진 고등학생들의 교류회 

11월 「주곡쿠노 쓰도이」중국출신 학생들의 교류회 

1월 「WaiWai！토크 Part2」자기 나라의 말（모국어）로 의견발표를 합니다 (1 학년).   

 

        

３ 고등학교 생활에서 중요한 것 

①수업을 소중히 합시다. 

・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도록 합시다. 

・ 숙제나 공책을 제출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제출합시다. 수업의 제출물이 점수가 되기도 합니다. 

・ 일본학교에서는 수업이외에도 운동회나 문화제, 교외학습 등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도 

수업과 같습니다. 결석하면 안됩니다. 

②시간을 지킵시다. 

・ 수업에 절대 늦지 않도록 합시다.  

・ 학교를 결석할 때나 지각할 때는 반드시 학교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연락방법은 

담임선생님과 함께 정해 둡시다.  

③규칙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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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신의 학교에서는 무엇이 정해져 있는지 잘 들어 

두세요. 머리염색이나 피어스를 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규칙위반이 계속되면 정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학이라는 것은 일정기한（예를 들어 

1 주일 동안 등 ）학교 수업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면 이유가 무엇이든 

정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친구를 만듭시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겁내지 말고 이야기를 걸어 봅시다. 모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 봅시다. 

 

４ 고등학교 성적에 대해서  

①성적을 정하는 방법  

・１년 동안에 4～5 번정도 시험이 있으며 시험 점수를 토대로 성적이 정해집니다. 

・성적에는 시험점수 이외에 수업 중의 태도(졸거나 마음대로 잡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숙제나 

공책등 제출물의 점수도 포함됩니다. 제출물은 꼭 제출하도록 합시다.  

・수업의 출석도 성적에 관계가 있으니 결석하지 않도록 합시다. 

②진급 

  고등학교에서는 점수가 나쁘면 진급(1학년에서 2학년이 되는 것)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결석이 많은 경우도 진급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학년을 또 다시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５ 졸업후의 진로 

①고등학교는 꼭 졸업합시다. 일본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장래 취직할 때나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대학 진학 

・대학은 나라 또는 오사카후 등이 만든 대학 (국공립대학이라고 합니다）과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또 들어가기 대단히 어려운 대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대학이나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등). 

・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입시를 봅니다. 여러가지 입시방법이 있습니다. 

중국귀국학생（중국잔류 일본인 가족）을 위한 특례입학제도가 몇몇 대학에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온 학생을 위한 특례입학제도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과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찾으세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필요합니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입학한 첫해에  

100 만엔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제도 등이 있지만 빠른 시기에 준비해 

놓읍시다. 

③취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할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취직할 회사를 소개합니다. 취직할 경우도 

고등학교의 성적이 높은 사람, 결석을 적게 한 사람이 우선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