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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학교 제도 및 수속 등■

일본의 학교 제도에 대해○

(1) 전입학할 학교

나카노구 교육위원회에서는 각 구립 초ㆍ중학교별로 통학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 주소

에 따라 입학할 구립 학교를 지정합니다.

건강◇ , 통학, 가정 사정 등 학교 생활에 대한 배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구립 초ㆍ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의 수속

외국인 취학원‘ ’

입학 수속은 먼저 여권ㆍ체류 카드를 지참하여 나카노구 교육위원회 학사계(나카노 구청

5층 12번 창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자녀의 일본어 이해도나 보호자의 희망 등을 물어봅

니다.

그 후 학사계로부터 소개를 받은 학교에서 면담을 거친 후 학교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

로는 해당 연령대의 학년에 입학하게 됩니다만, 어학 능력 등에 따라 교육적인 배려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교장과 상담한 후 학년을 내려서 입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9년간이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인 분은 구립 초ㆍ중학교에 다닐 의무는 없습니다만, 일본의 의무 교육 연령(6

세~15세)인 분은 희망하면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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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ㆍ학생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차트)

입학 수속◆

◆입학할 때까지의 지원

◆입학 후의 지원

호적주민과(구청 1층)에서 전입 수속 후 학교교육과(구청 5층)에서 ‘외국인 취학원’ 작성 등의 입

학 수속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자녀의 일본어 이해도나 학습에 대해 지정교 교장과 면담합니다※ .
면담 후에 전입학 날짜를 확정합니다.

〇희망에 따라 교육 지원실에서 입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등의 설명

학교와의 일정 조정, 입학 시의 동행

1 일본어 지도원 등 파견 사업(최대 80시간) <일본어 지도>
일본어 지도원을 학교에 파견하여 별실에서 일본어 지도

2 교육 지원실에서 외국인 아동ㆍ학생 등을 위한 학습 지도(주 1~2일)
학습 보충이나 진로 상담 등(중학생은 매주 화ㆍ목요일, 초등학생은 매주 수요일 오후)

3 외국인 아동ㆍ학생 등 지원 스태프 파견 사업(연간 24회 정도)
점심 시간이나 급식 시에 외국인 아동ㆍ학생의 이야기 상대가 될 구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파견(주 1~2회 각 1~2시간 정도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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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에 신입생이 되는 자녀의 경우○

다음 해에 초등학교 신입생이 되는 외국 국적 자녀의 보호자에게는 10월경에 교육위원회에

서 입학 수속 안내를 보내 드립니다. 외국인 입학 수속을 마친 분에게는 12월경에 교육위원회

에서 취학 통지서‘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는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구립 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자녀가 구립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초등학교 과정을 수료

해야만 합니다.

국제 학교나 민족 학교 등의 각종 학교에 통학하고 있는 분은 초등학교 과정 수료로 인정되

지 않으므로 그 학교를 졸업해도 구립 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구립 초등학교 등에 입학한 상태라도 구립 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외국인 취학원 을 제출해야 합니다‘ ’ .

(3) 입학 시 및 입학 후의 지원 ~일본어 습득 지원이나 학습 지원 등~

교육 지원실◇

희망에 따라 입학 안내서의 설명이나 학교와의 사전 협의ㆍ편입학 첫날에 아동ㆍ학생(보호

자)과 동행(입학 에스코트)하는 등 원활한 편입학을 지원합니다.

또한 외국인 아동ㆍ학생 등을 위한 학습 지도(주 1~2일)로서 중학생에게는 매주 화ㆍ목요

일, 초등학생에게는 매주 수요일 오후(15:00~17:00)에 학습 보충이나 진로 상담 등을 합니다.



6

일본어 지도원의 파견◇

학교 생활에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 일본어 지도원을 파견하여 가

정과 학교와의 연락 보조, 일본어 지도, 일본어 교재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수 최대 80시간)

어린이의 일본어 클래스◇ (초등학생)ㆍ일본어 지도 집중 교실(중학생)

장소: 나카노 ZERO 서관

일시: 초등학생 매주 화ㆍ목요일 16시 15분~17시 50분

중학생 매주 수ㆍ금요일 9시 00분~11시 50분

주최: 나카노구 국제교류협회(ANIC) 전화 03-5342-9169

중학교 야간 학급◇ (일본어 학급이 있습니다)

(나카노구 내에는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의 각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일본의 의무 교육 취학 연령이 지나 의무 교육이 미수료인 사람을 대상으로 중학교 야간 학

급이 있습니다. 이 야간 학급에는 일본어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본어 능력의 습

득이나 수업을 이해하기 쉽게 일상 생활에서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일본어 학급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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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중학교 목록■

초등학교 신입생 보호자 여러분께■

(1) 입학 수속 등

취학 시 건강 진단◇

구립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자녀를 대상으로 10월과 11월에 취학 시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을 학교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의 지정교입니다.

대상 보호자분께는 외국인 취입학 수속 후에 알림을 건네 드립니다.

건강한 초등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입학을 예정하고 있는 자녀의 심신 건강 상태를 확인

합니다. 필요에 따라 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명 소재지 전화
일본어 학

급

아다치 구립 제4 중학교 아다치구 우메지마 1-2-33 03-3887-1466 〇

하치오지 시립 제5 중학교 하치오지시 묘진쵸 4-19-1 0426-42-1635
카츠시카 구립 후타바 중학교 카츠시카구 오하나쟈야 1-10-1 03-3602-7979 〇

스미다 구립 분카 중학교 스미다구 분카 1-22-7 03-3617-1562 〇

오오타 구립 코지야 중학교 오오타구 니시 코지야 3-6-23 03-3741-4340
세타가야 구립 미슈쿠 중학교 세타가야구 타이시도 1-3-43 03-3424-5255 〇

아라카와 구립 제9 중학교 아라카와구 히가시 오구 2-23-5 03-3892-4177
에도가와 구립 코마츠가와 제2 중학
교

에도가와구 히라이 3-20-1 03-3684-0745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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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상담◇ (취학처의 상담)

취학 상담에서는 자녀의 특성과 상태를 통해 학교 생활을 보내는 데 필요한 지원이나 보다 적

합한 취학처에 대해 취학 상담 전문원이 보호자와 함께 생각해 나갑니다. 도쿄 도립 특별 지원

학교 및 나카노 구립 학교의 특별 지원 학급을 희망하는 분은 반드시 상담해 주십시오.

담당 나카노구 교육위원회 어린이특별지원과

입학 수속◇

외국인 입학 수속

10월경에 교육위원회에서 입학 수속 안내를 보내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학사계 창구에서 수속

을 밟아 주십시오.

취학 통지서‘ ’

외국인 입학 수속을 마친 분에게는 12월경에 교육위원회에서 취학 통지서‘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는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입학할 학교명과 입학식 일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학 설

명회의 안내도 동봉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방과 후에 있을 곳◇

나카노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있을 곳으로서 아동관, 키즈 플라자, 학동 클럽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설치 장소나 이용 대상, 이용 신청 수속은 각 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

담당 나카노구 어린이교육부 육성활동추진과



9

(2) 학교 생활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신입생 보호자 여러분께~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자녀가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생활에 대해◎

학교에 갈 준비를 혼자서 할 수 있다○ .

도구를 혼자서 꺼내고 넣을 수 있다○ .

옷을 혼자서 갈아입을 수 있다○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매일의 생활 시간을 대략적으로 정해 둔다○ … .

식사는○ 20분 만에 다 먹을 수 있다.

화장실에서는 혼자서 볼일을 볼 수 있다○ .

자기 주변을 정리 정돈할 수 있다○ .

건강에 대해◎

충치ㆍ눈ㆍ귀ㆍ코 등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입학 전에 치료해 둔다○ .

잠은 충분히 잔다○ .

아침밥은 반드시 먹는다○ .

식사 후에는 양치질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 .

인사에 대해◎

큰 소리로 대답하거나 인사를 할 수 있다○ .

(예: 네ㆍ안녕하세요ㆍ고맙습니다ㆍ안녕히 가세요ㆍ죄송합니다ㆍ안녕히 주무세요 등을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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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대해◎

자기 이름을 읽을 수 있다○ .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다○ .

교통에 대해◎

교통 규칙을 지키며 행동할 수 있다○ .

입학 시의 애로 사항■ Q & A

(1) 입학 전 학교에 관한 정보, 상담 창구, 수속, 준비물

Q1: 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고자 할 때 학교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A: 나카노구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Q2: 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고자 할 때는 어디에 상담하러 가면 되나요?

A: 입학에 대한 상담ㆍ수속은 나카노 구청 5층 12번 창구(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교육과 학

사계)에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Q3: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수속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A: 구립 초ㆍ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의 입학 수속은 먼저 자녀의 여권ㆍ체류 카드를

지참하여 교육위원회 학사계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자녀의 어학 능력과 보호자의 희망 등

을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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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여러 가지 수속을 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담당자와 이야기할 때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청 5층의 창구와 각 학교에는 번역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응 가능한 언어가 한정적

이므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지인 등

과 함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나카노구의 학교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학교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Q6: 필요한 것은 어디에서 준비할 수 있나요?

A: 교과서는 학교에서 배포됩니다. 그 이외는 보호자 부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Q7: 구립 학교에는 교복이 있나요?

A: 나카노구의 구립 초등학교에서는 교복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립 중학교에서는 교복

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Q8: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나요?

A: 아동ㆍ학생의 주소에 따라 입학할 학교가 지정됩니다만, 건강, 통학, 가정 사정 등 학교 생

활에 대한 배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할 학교를 변경할 수 있는 경

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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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생활 통역, 일본어 교실, 행사

Q9: 일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수업 시간 등에 이해를 못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한 보호자는 학교의 연락 사항을 알지 못해 난처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통

역을 붙여 주실 수 있나요? 일본어를 가르쳐 주는 곳은 있나요?

A-1: 통역에 대해

구립 초ㆍ중학교에 통학하는 아동ㆍ학생에게는 일본어 지도원 등 파견 제도 가 있‘ ’

습니다. 학습 지원이나 학교에서 아동ㆍ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리는 연락 사항 등을 통역해

줍니다.

교장 선생님의 신청을 통해 교육위원회가 파견합니다. 또한 파견하는 시간 수에는 제

한이 있습니다.

A-2: 일본어 교실에 대해

나카노구 국제교류협회(ANIC)에서 구립 초ㆍ중학교에 통학하는 아동ㆍ학생을 대상으

로 주 2일 일본어 지도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Q10: 1년의 연간 행사 예정표가 필요합니다.

A: 1년간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행사 예정표는 학교에서 받아 주십시오. 또한 일

본어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행사 등에 대해 상기 통역자에게 번역을 부탁하는 것

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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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입학 후에 보호자가 학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A: 다음과 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보호자회①

학년이나 학급의 보호자가 모여 담임 선생님과 아이의 학습, 집에서의 생활 등에 대해 이야

기합니다.

학교 공개일ㆍ토요일 수업② : 8ㆍ3월 이외의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토요일(학교에 따라 다릅

니다)에 수업이나 쉬는 시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면담③

보호자와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년에 따라서는 보호자, 담임, 아이의 3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4월~7월 하순

전기(전반)
입학식 시업식○ ○

신체 측정○

7월 하순~8월 말

여름 방학

약 40일간의 방학입니다. 여름 방학 숙제가 나옵니다.
학교 수영장에서 수영 지도가 있습니다.

9월~10월 중순

전기(후반)
운동회○ , 학습 발표회, 전람회
종업식○

10월 둘째 주의 주말

가을 방학
전기와 후기 사이의 2~3일간의 방학입니다.

10월 중순~12월 하순

후기(전반)
시업식○

연말연시

겨울 방학
연말연시의 약 10일간의 방학입니다. 겨울 방학 숙제가 나옵니다.

1월 초순~3월 하순

후기(후반)
수료식 졸업식○ ○

3월 하순~4월 초순

봄 방학
이 방학이 끝나면 4월부터 한 학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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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식

Q12: 종교상의 이유로 급식 중에서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종교상의 이유로 먹을 수 없는 식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입생 보호자회 등을 이용하여

입학 전에 학교에 말씀해 주십시오. 먹을 수 없는 식품을 제거하고 급식을 제공합니다.

Q13: 알레르기가 있어서 급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신입생 보호자회 등을 이용하여 입학 전에 학교에 말씀해 주십시오(음식물 알레르기의 경

우는 주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먹을 수 없는 식품, 가열 상태, 음식의 양 및

섭취 빈도를 알려 주십시오.)

Q14: 평소에는 밥이 주식이 아닌데 급식은 어떤가요?

A: 구립 초ㆍ중학교의 현재 급식의 주식은 대체로 쌀밥이 한 달에 14회, 빵 3회, 면(우동ㆍ

중화면ㆍ스파게티) 3회입니다. 쌀밥인 날에 빵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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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재비, 급식비

Q15: 생활이 어려운데 급식비나 교재비 등의 지원은 있습니까?

A: 학용품ㆍ급식ㆍ학교에서 열린 행사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취학 지원‘ ’ 제도가 있습니

다. 세대 전원의 소득 합계액이 기준액의 범위 내에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희망하는 경우

에는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5) 안전ㆍ통학 통학로, 학교에서의 부상

Q16: 통학할 때 등하교는 안전합니까?

A: 등하교의 안전을 생각하여 초등학교는 학교별로 통학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Q17: 집에서 학교까지 먼데, 자전거로 다녀도 되나요?

A: 안전상 자전거 통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Q18: 학교에서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한 학교에서 다쳤을 때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선생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실에서 쉬게 하거나 보건실에서 응급 처치를 합니다. 상태

에 따라서는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의료 기관에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으

로 돌아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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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학교에서 다쳤을 때의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A: 학교에서 다친 경우에는 병원 등에서 일단 본인 부담액을 지불한 후 재해 공제 급부금을

신청하면 나중에 스포츠 진흥 센터에서 학교를 통해 지불한 의료비가 반환됩니다. 자세한 내

용은 학교의 양호 교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6) 수업ㆍ학교 교육ㆍ성적 평가

Q20: 학교 수업 중에서 예를 들어 수영이나 음악 등 못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한 공부가 뒤처진 경우, 따로 가르쳐 주나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걱정입

니다. 괜찮을까요?

A: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을 학습하게 되므로 불안해하거나 당황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먼저 학습에 대한 방침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학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

어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는 통역이 가능한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학교의 판단에 따라서는 파견된 일본어 지도원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 지원실에서 방과 후에 주 1~2회, 공부나 숙제에 대해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1: 성적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매기나요?

A: 각 학교가 평가 계획이나 평가 기준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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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음의 고민ㆍ문제의 상담

Ｑ22: 학교 생활이나 수업 관련 사항, 선생님이나 동급생과의 관계로 고민이 있는 경우에는 어

디에 상담하면 되나요?

A: 자녀가 대인 관계로 고민하고 있거나 인권상 문제가 있는 말과 행동을 접한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상담해 주십시오. 담임ㆍ교장ㆍ부교장을 비롯해 그 밖의 교직원도 이야기를 들어 드립니

다. 각 초ㆍ중학교에는 스쿨 카운슬러와 마음의 교실 상담원이 일주일에 몇 번 학교를 방문하

므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나카노구의 교육 상담실이나 교육위원회에 상담할 수도 있

습니다.

아이에 관한 고민 상담처■

자녀의 성격이나 학업, 신체 발달 등으로 고민이 생겼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선생님

과 연락하면서 전문 기관에 상담합시다.

교육 상담

아이의 성격이나 행동, 학업, 진로나 적성, 신체 발육 등에 관한 교육상의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 03-3385-9313, 전화 상담 03-3385-8001

상담일 매주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접수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나카노구 교육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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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노구 어린이 가정 지원 센터

나카노구의 어린이와 그 가족에 관한 종합 창구로서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그 가족에 관한

모든 상담을 받습니다.

전화 03-3228-7867

상담일 매주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접수 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장소 나카노구 아라이 1-9-1(구 나카노구 상공 회관 1층)

스기나미 아동 상담소

아이의 성격이나 행동, 학업 등 진로나 적성, 신체 발육 등에 관한 교육상의 문제에 대해 상

담을 받습니다.

전화 03-5370-6001

상담 신청일 월요일~금요일(상담일ㆍ담당자와 정합니다.)

토ㆍ일ㆍ공휴일의 응급 상황의 경우 도쿄도 아동 상담 센터※ (03-5937-2330)

접수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 스기나미구 미나미 오기쿠보 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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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노구의 구립 초등학교 목록■ (2020년 4월 현재)

학교명 소재지 전화

１ Momozono Dai-ni 6-13-1 Nakano 3363-0661

２ Tonoyama 1-49-1 Chuo 3363-0461

３ Yato 1-26-1 Nakano 3361-3645

４ Nakano Hongo 4-27-3 Honcho 3381-7255

５ Egota 2-13-28 Egota 3385-0411

６ Saginomiya 3-31-4 Saginomiya 3330-7371

7 Keimei 1-18-1 Yamato-cho 3330-2325

8 Kitahara 6-30-6 Nogata 3330-2411

9 Ehara 1-39-1 Ehara-cho 3951-5880

10 Musashidai 5-1-1 Kami-Saginomiya 3999-1655

11 Nishi-Nakano 3-9-2 Shirasagi 3330-3125

12 Kami-Saginomiya 1-24-36 Kami-Saginomiya 3926-6381

13 Toka 5-43-1 Chuo 3381-7251

14 Hakuo 1-2-28 Kami-Takada 3389-0561

15 Heiwa-no-Mori 3-29-1 Arai 3389-1451

16 Midorino 1-17-1 Maruyama 3389-2351

17 Minamidai 3-44-9 Minamidai 3381-7257

18 Minamino 4-27-11 Yayoi-cho 3381-7250

19 Mihato 4-26-5 Yamato-cho 3330-1425

20 Nakano Dai-ichi 1-25-1 Yayoi-cho 3372-2326

21 Reiwa 5‐35‐3 Kami-Takada 3389-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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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노구의 구립 중학교 목록■ (2020년 4월 현재)

학교명 소재지 전화

１ Dai-ni 5-25-1 Honcho 3382-7151

２ Dai-yon 1-1-18 Wakamiya 3330-5325

３ Dai-go 4-28-1 Kami-Takada 3389-2341

４ Dai-nana 2-9-11 Egota 3389-4171

５ Dai-hachi 4-7-3 Saginomiya 3330-7571

６ Kita-Nakano 5-7-1 Kami-Saginomiya 3999-3415

７ Midorino 1-1-19 Maruyama 3386-5423

８ Minami-Nakano 5-22-17 Minamidai 3381-7277

９ Nakano 4-12-3 Nakano 3389-1471

10 Nakano-Higashi 5-12-1 Higashi-Nakano 336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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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学校で使う用語例（日本語）

こくご

国語
 か てい か

家庭科
しゃかい

社会
たいいく

体育
さんすう

算数
がいこくご かつどう

外国語活動
りか

理科
がいこくご

外国語
せいかつ

生活
どうとく

道徳
おんがく

音楽
そうごう てき がくしゅう じかん

総合的な学習の時間
ずが こうさく

図画工作
とくべつ かつどう

特別活動

こうちょう せんせい

校長先生
ほけん せんせい

保健の先生
ふく こうちょう せんせい

副校長先生
そうだんしつ せんせい

相談室の先生
たんにん せんせい

担任の先生
しゅじ

主事さん

こうもん せいもん

校門・正門
としょしつ

図書室
こうしゃ

校舎
きゅうしょくしつ

給食室
こうてい

校庭
ろうか

廊下
きょうしつ

教室
たいいくかん

体育館
こうちょうしつ

校長室
しょうこうぐち

昇降口
しょくいんしつ

職員室
ばこ

げた箱

べんとう

お弁当 しおり
すいとう

水筒
きが

着替え
しきもの

うわぎ

上着
おてふき・おしぼり

あまぐ

雨具
リュックサック

お

置きがさ

きょうか りょういき

■教科・領域など
にほんご、ことばなどについて、べんきょ
うします。

ぬのをぬったり、りょうりをしたりして、べ
んきょうします。

すんでいるまち、にっぽんのれきしなど
について、べんきょうします。しょうがく３
ねんせいからはじまります。

うんどう、けんこうなどについて、べん
きょうします。

かず、かたち、けいさんなどについて、べ
んきょうします。

えいごをはなしたり、きいたりして、べん
きょうします。

しぜん、どうぶつ、しょくぶつなどについ
て、べんきょうします。しょうがく３ねんせ
いからはじまります。

えいごをはなしたり、きいたり、かいた
り、よんだりして、べんきょうします。

みじかなまち、しぜんについて、べんきょ
うします。しょうがく１・２ねんせいでべん
きょうします。

じぶんのきもちやかんがえについて、は
なしたり、きいたりして、べんきょうしま
す。

うたったり、がっきをえんそうしたりして、
べんきょうします。

じぶんでかんがえたことについて、しらべ
たり、たいけんしたりして、べんきょうしま
す。

ものをつくったり、えをかいたりして、べ
んきょうします。

がっきゅうやがっこう、ともだちなどにつ
いて、べんきょうします。

ねんせい せいかつ しゃかい りか

★３年生になると「生活」がなくなり、「社会」と「理科」になります。
ねんせい がいこくご かつどう ねんせい がいこくご がくしゅう

★３・４年生は「外国語活動」、５・６年生は「外国語」の学習をします。
せんせい

■先生
がっこうをだいひょうするせんせいです。

けがやびょうきのときに、みてくれるせん
せいです。

こうちょうせんせいのつぎに、がっこうを
だいひょうするせんせいです。

なやみがあるときに、はなしをきいてく
れるせんせいです。

がっきゅうをたんとうするせんせいです。
そうじやしゅうりなど、がっこうぜんたい
のしごとをしてくれます。

がっこう しせつ

■学校の施設
がっこうのいりぐちにあるもんです。

たくさんのほんがあるへやです。ほんを
かりることができます。

がっこうのたてものです。 きゅうしょくをつくるへやです。

そとでたいいくやうんどうをするひろい
ばしょです。

きょうしつときょうしつをつなぐみちで
す。

がっきゅうのともだちやせんせいが、
いっしょにかつどうするへやです。

たてもののなかにある、たいいくやうん
どうをするへやです。

こうちょうせんせいがいるへやです。
がっこうのいりぐちにあります。くつをぬ
いだり、はいたりするばしょです。

せんせいたちがいるへやです。 くつをいれるたなです。

どうぐ

■道具
いえでつくって、もっていくごはんです。

えんそくなどのよていやもちものなどが
のっているちいさなてがみです。

のみものをいれて、もっていくどうぐで
す。

ふくがよごれたときに、じぶんできがえる
ふくです。

そとですわってごはんをたべるときに、し
くものです。

さむいときなどに、きているふくのうえ
に、きるふくです。

そとでごはんをたべるときに、てをふくぬ
のです。

あめにぬれないようにつかうどうぐで
す。

えんそくのもちものなどを、まとめてい
れて、もっていくかばんです。

あめがふったときにそなえて、がっこうに
おいておくかさ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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えんぴつ

鉛筆
なまえ

名前ペン
け

消しゴム ドリル
えんぴつ けず

鉛筆削り
れんらくちょう

連絡帳
ねんど

粘土
たいいくぎ

体育着
ねんどばん

粘土板
うわば

上履き

がくしゅう

学習 めあて
がっきゅう

学級 テスト
だんし

男子 けんか
じょし

女子
しゅくだい

宿題
ていがくねん

低学年
も もの

持ち物
ちゅうがくねん

中学年
わす もの

忘れ物
こうがくねん

高学年
お もの

落とし物
はん

班
てんこう

転校
とうばん

当番
てんこうせい

転校生
かかり

係
ほうそう

放送
にっちょく

日直
ふしんしゃ

不審者
どくしょ

読書
ちく

地区
じしゅ べんきょう

自主勉強
みまも

見守り
めいぼ

名簿
ひなん くんれん

避難訓練

チャイム
しゅうだん とうこう

集団登校
きりつ

起立
しゅうだん げこう

集団下校
ちゃくせき

着席
こうか

校歌

うがい
しんたい そくてい

身体測定
てあら

手洗い
よぼう せっしゅ

予防接種
へいねつ

平熱
むしば

虫歯

がくようひん

■学用品
ノートなどに、じをかくどうぐです。

なまえをかくときにつかうペンです。きえ
にくいペンをつかいます。

えんぴつでかいたじをけすどうぐです。
かんじやけいさんなど、くりかえしべん
きょうすることが、まとまっているほんで
す。

えんぴつをけずるどうぐです。
べんきょうのよてい、せんせいへのれん
らくなどをかくノートです。

ずこうのじかんなど、かたちをつくるとき
に、つかうざいりょうです。

たいいくのじかんにきるふくです。

ねんどをつかうときに、したにしくどうぐ
です。

がっこうのなかではくくつです。

がっこう せいかつ

■学校生活
べんきょうすることです。

べんきょうをするときのもくひょうなど、
めざすないようです。

クラスのこと。○ねん○くみの「○くみ」
をいみすることがおおいです。

べんきょうしたことをわかっているのか、
たしかめることです。かみにかかれたも
んだいをとくことがおおいです。

おとこのこのことです。 あらそうことです。

おんなのこのことです。

いえでするべんきょうです。がっこうか
ら、ないようについてのれんらくがありま
す。こどもが、れんらくちょうにかいてか
えることがおおいです。

１ねんせいと２ねんせいのことです。 もっていくひつようがあるものです。

３ねんせいと４ねんせいのことです。
もっていくひつようがあるのに、わすれ
て、もっていかなかったものです。

５ねんせいと６ねんせいのことです。 だれかがおとしたものです。

なにかをするときの、グループです。
ひっこしなどで、べつのがっこうへいくこ
とです。

きゅうしょくとうばん、そうじとうばんな
ど、じゅんばんに、なにかのしごとをしま
す。

ひっこしなどで、べつのがっこうから、こ
ちらのがっこうに、はいってくるこどもの
ことです。

がっきゅうやがっこうのためになることを
するグループのことです。

がっこうのほうそうしつなどからながす
れんらくやおんがくなどのことです。

いちにちごとに、こうたいでがっきゅうの
ためのしごとをします。

こどもをふあんなきもちにさせるような、
わるいことをするひとのことです。

ほんをよむことです。 すんでいるばしょごとに、わけられます。

じぶんからすすんでするべんきょうです。
みんなできょうりょくして、こどものあん
ぜんをかくにんすることです。

かみなどに、なまえがまとまってかかれ
ているものです。

かじやじしんなどがあったときの、うごき
かたやちゅういすることを、みんなでかく
にんします。

べんきょうとべんきょうのあいだになる、
おとのことです。

まとまったにんずうで、がっこうへいくこ
とです。

たちあがることです。
まとまったにんずうで、がっこうからかえ
ることです。

すわることです。 がっこうのうたです。

■保健
みずをくちにいれて、くちのなかやのど
をすすぐことです。

せのたかさやからだのおもさなどを、は
かります。

てをみずであらって、きれいにすることで
す。

びょうきにかからないように、ちゅうしゃ
などをすることです。

けんこうなときの、からだのおんどです。
くちのなかのばいきんがふえて、はにあ
ながあいたり、いたくなったりすることで
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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