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trance to Shinjuku Municipal Elementary/Junior High School 
 

Japanese law requires all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6 and 15 to attend elementary school for 
six years and junior high school for three years. 

Although foreign children are not required to attend a Japanese elementary school and/or junior 
high school, they may attend a Japanese school upon application. 

If you would like to enroll your child in a municipal elementary or junior high school, 
please bring your child’s Alien Registration Card and complete application procedures at the 
School Management Support Section, School Management Division of the Shinjuku City 
Board of Education (Counter No. 1, Shinjuku City Office Annex 1, 4F).  

If you cannot speak Japanese, please come with someone who can. 
Please note that according to Japanese law, a child may not be admitted to a Japanese junior 

high school unless he/she has graduated from a Japanese elementary school. 
However, if your child is of junior high school age at the time of arrival to Japan, then he/she 

may be admitted to a Japanese junior high school.  
 

School Management Support Section, School Management Division, Shinjuku City Board of 
Education 
Shinjuku City Office Annex 1, 4F, 1-5-1 Kabuki-cho, Shinjuku-ku  Tel: 5273-3089 

 
 

신쥬쿠구립 소(초등)·중학교 입학 안내 

 

 일본의 교육법에서는, 소학교 6년간, 중학교 3년간의 합계 9년간이, 연령으로는 만6세부터

15세까지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일본의 소·중학교에 취학할 의무가 없습니다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구립 소·중학교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은 구청 제1분청사 4층 1번 창구의 교육위원회 학교운영과

학교 운영지원계를, 자녀분의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찾으십시오. 

 일본어를 할 줄 모르시는 분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분과 함께 나와 주십시오. 

 또한, 일본의 교육법에 의해, 일본의 소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일본의 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다만, 방일하신 시점에서 자녀분이 이미 중학교 취학 연령이 되고 있는 경우는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신쥬쿠구 교육위원회 학교운영과 학교 운영지원계 

新宿區歌舞伎町1-5-1 구청 제1분청사 4층 전화 5273-3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