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朝鮮語

Q＆ A
자주있는 질문

<고교선택>
Q1. 정지제고교나 통신제고교를 졸업해도 전일제고교의 졸업자격과 같습니까?
A1. 고교의 졸업자격과 같습니다.
Q2. 공업관계의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업고교가 좋습니까?
A2. 공업고교가 아니더라도 공업대학에 갈수있습니다. 공업고교나 상업고교는
졸업후 취업（정사원）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학에 가는 사람은 보통고교에
가는 분이 많습니다.
Q3. 고교에 가지않아도 취업(정사원)이 될수있습니까?
A3. 중학교 졸업만으로는 취업(정사원)이 될수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않습니다. 많은
직업이 고교졸업 이상의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Q4. 고교를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A4.
・ 「자신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할수있을까?」 「 자신의 실력에
맞는가?」「일본어등 지원체재가 정비되어 있는가 ?」등을 생각해서 고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를 하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자신이 수험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의 설명회에 참가해서 학교를 견학하도록 합시다.

・ 원서를 낸 다음에 단시간에 지원변경（→ 07 참조）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슴으로 학교는 세군데 정도 선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Q5. 대학에 가려면 어떤 고교에 가는것이 좋습니까?
A5. 시판되어있는 수험가이드나 각 고교의 홈페지등에서 「주된 진학처」를 보고, 그
고교의 졸업생이 어떤 대학에 들어갔는지를 참고하십시요. 일반적으로 내신점이나
편차치가 높은 고교는 대학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신점이란 중학교 성적의 합계입니다. 2 학년 1 교과 5 점 ×9 교과 + 3 학년 1 교과
10 점×9 교과입니다. 그러면 135 점이 최고점이 됩니다.
＊편차치란, 고교를 수험하는 사람 전체의 성적을 평균해서 순위가 중간인 사람의
편차치를 50 으로 계산합니다.
Q6. 중학교의 성적이 좋지않습니다. 그래도 갈수있는 고교를 가르쳐 주십시요.
A6.
・ 내신점으로 갈수있는 고교의 기준을 잡습니다. 내신점이 모자라는 사람은
학력검사나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현 외국인 특별모집의 거의전부의 고교에서는 중학교 성적(조사서 성적)은 합격
판단의 자료로 쓰지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스쿨이라는 학력검사를 하지않는 고교도 있습니다.
・2 차 모집이나 정지제교교의 수험도 미리 생각해놓읍시다.
Q7. 지원변경은 어떤때 합니까?
A7. 지원변경은 원서를 제출한 후 신문발표의 「지원상황」을 보고 「모집인원」과
「지원인원」을 확인해서, 자신의 실력 밸런스를 생각해서 지원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까를 판단해 주십시요. 판단할때는 보호자나 지원자, 중학교 선생님과 상담해
주십시요. 신문발표로 부터 지원변경 수속까지는 시간이 많치않습니다, 지원변경을
유효하게 이용하려면 원서를 낼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합니다.
Q8. 지원변경을 할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A8. 지원변경을 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중학교 선생님께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변경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3 자 면담때등에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
미리 말해놓읍시다.
Q9. 중학교 선생님이 사립고교를 복수지원(헤이간)하라고 했습니다. 복수지원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A9.
・자기가 꼭 가고싶은 공립학교가 있는데 합격할수 있을지 걱정일때에 사립고교에
복수지원을 생각해 주십시요. 그러나 만약에 사립고교에 합격하고 공립고교에서
떨어지면, 합격한 사립고교에 꼭 진학해야만 합니다. 사립고교는 돈이 많이 듭니다.
취학 자원금보다 수업료가 싸다고 해도, 그 밖에 많은 돈이 듬으로 주의 하시기
바람니다.
・복수지원을 하지않아도 공립고교의 2 차 모집이나 정지제 고교를 수험할수 있습니다.
복수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보호자와 잘 상의해 주십시요.

<특별모집>
Q10. 자신이 재현 외국인 특별모집의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10. 가이드북 5 페이지에 지원자격을 확인해 주십시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카나가와현 교육위원회에 물어보십시요.
Q11. 해외에 2 년이상 가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본에 있었을 경우 해외 귀국생
특별모집의 수험이 가능 합니까?
A11. 해외 귀국생 특별모집은 부모가 일 등의 사정으로 해외에서 생활해야만 할때에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생활한 사람이 대상임으로, 아이 혼자서 해외의 학교에 다녔거나
했을 경우에는 유학한 것이 됨으로, 해외 귀국생 모집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이
혼자서 해외에 가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카나가와현 교육위원회에
상담해 주십시요.
Q12. 페스포트를 잃어버렸거나, 페스포트에 출입국 스탬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12. 일본 법무성에서 발행하는 「출입국기록」이 필요합니다. 법무성의 홈페지에서
신청해서 우편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1 개월 정도 시간이 걸림으로 미리 신청해
놓으시길 바람니다.

<전.편입학>
Q13. 해외에서 고등학교 1 학년을 수료하고 일본에 왔을 경우 고교에 편입학은
가능합니까?
A13. 해외에서 고교 1 학년상당을 종료했다면 일본의 고교에의 편입은 가능합니다만
편입할수 있는 학교와 편입할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일본어가
불충분한 사람은 일본어 지원을 받을수 없거나, 고교 1 학년의 공부를 할수 없게 됨으로

가이드북 19 페이지에 있는 「전.편입학 정보 센터」 에서 충분히 상담해 주십시요.

<그 외>
Q14.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요.
A14. 혼자서 공부하는게 어려운 사람이나 과외공부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역학습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자료란에 「학습교실
목록」 이 있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람니다.
Q15. 동아리모임（부활동）을 하고 있으면 면접에 유리합니까?
A15. 중학교때 부활동을 해서 「현 대회에 참가했다」라던가 「표창 받았다」라는
것이 면접에 직접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면접에서는 부활동에서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6 영어로 수업을 받을수 있는 고교를 가르쳐 주십시요.
A16. 카나가와현의 공립고교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는 고교는 없습니다.
영어수업에 힘을 쓰고있는 학교는 있습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