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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입학의 4 월을 맞이합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장래 

취직할 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몇배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국적 

학생들의 고교 진학에 대하여 알아 두시면 좋을 정보와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등학교에 수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학생 

1．모국에서 9 년간의 교육을 받고 수료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2．15 세 이하로 일본에 와서 일본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3．일본에서 중학교졸업정도인정시험을 치고 합격한 사람. 

※「중학교졸업정도인정시험」은 중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미리 공부해 두세요. 

■수험자격이 없는 학생 

수험자격이 없는 학생이 일본 고등학교에 수험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다음의 3 가지입니다. 

1．일본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학교・본인・가족이 동의하면 15 세 이상이라도 입학 가능합니다. 

입학후 일본어 특별수업은 없습니다. 

2．야간중학교에 전학, 입학해서 중학교졸업증명서를 취득합니다. 

※야간중학교는 사이타마켄에 1 군데(카와쿠치시）, 도내에는 8 군데 있습니다. 

3．온라인으로 모국의 부족분 수업을 받아 모국에서의 9 년간의 교육수료증명서를 취득합니다. 

■고교수험〔일본 학생과 같은 입학시험을 칩니다〕 

1．공립고교에는 외국인학생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기본적인 학습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일본에 와서 3 년이내의 학생의 시험은 영어, 

수학 2 과목과 면접만 합니다. 

2．사립고교중에는 외국 언어에 뛰어난 학생을 받아들이는 제도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반드시 일본어 지원이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해 

주세요. 

3．야간고교는 일본어 능력이 없어도 받아 주지만 수업은 일본어로 

합니다. 

4．어느 정도의 일본어실력과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이 통신제고교로 

편입학 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교에 못 들어가면 어디에서 공부하나요 

1．ＮＰＯ가 주최하고 있는 학습지원교실  

※예：FICEC 외에 많이 있습니다.（무료） 

2．일본어만 공부하는 일본어학교（유료） 

3．고교진학지원 프리스쿨（유료）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자녀의 교육에 관한 상담은 살고 계신 시,마치,무라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FICEC 은 단 한사람이라도 

많은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049-256-4290） 

FICEC 에서 공부를 계속해 고교에 진학, 

대학까지 진학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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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재류기간연장 신청을 했을 때 입국관리국 직원이「이혼했기 때문에 재류자격이 없어 

졌습니다」라고 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모국에 가 있는 사이에 일본인 

남편이 이혼신청서를 내버렸나 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혼신청서를 구야쿠쇼에 내 버려서 야쿠쇼의 

호적담당자가 신청서를 수리해 버렸으면 형식상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성립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가정재판소에 협의이혼무효인정의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이혼신청서를 내어 버리면 수정하기 위한 수속절차가  꽤 복잡해지므로 이혼신청서를 

무단으로 제출당할 우려가 있는 분은 야쿠쇼에「이혼신청서 불수리신청」을 미리해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버스테이로 10 년동안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왁진을 접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왁진접종은 접종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의 영수증등 당신이 

그 시, 마치, 무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접종권을 발급하는 시, 마치, 무라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의 코로나대응창구（보건센터나 시야쿠쇼）에 문의해 주십시오. 

   

후지미시에서는 온라인으로 

생활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콘테스트」작품모집중！ 

令和３年度住民税が非

課税の世帯 

家計急変世帯 

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収

入が減少し、 住民税非課税

相当となった世帯 

주민세비과세세대등에게 시특별급부금 10 만엔 
『지급대상이 되는 세대』 

시에서 신청서류를 

 보냅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시, 구, 마 

치, 무라에 답신하세요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 
해 증명가능한 서류를 첨부 
해서 관공서에 제출해 주세 
요. 

문의 ▋각시, 마치에 상담해 주십시오. 

▋임시특별급부금콜센터  0120 ｰ 526 ｰ 145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049-269-6450 

후지미시야쿠쇼에 

사전에 예약전화를 한다 

FICEC 
생활상담이모저모 

FICEC 에서는 토요일・일요일도 

생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월～토 10:00～16:00, 일 13:00～16:00 

 

시홈페이지에서 메일  

어드레스를 등록한다 

약속 날짜에 상담한다 

후지미노시야 쇼갤러리에서 개최되는 시민 활동 전시회에 

FICEC 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그림과 일본어 교실 학습자의 글이 

전시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은 모집중입니다. 금상·은상·장려상·전원에 

참가상이 있습니다. 

▇문의/FICEC 049-256-4290 

 

 

레이와 3 년도 주민세가 

비과세인 세대 

가계급변세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수입 

이 줄어 주민세비과세 

대상이 된 세대 

※후지미시 재주・재근인 

 분만이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