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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일본의 학교 제도 
１ 일본의 교육 제도 

24 세 
대학원（2 년 또는 5 년）     

22 세 

대학교（4 년） 

 
전문학교 

（1～4 년） 

  

20 세 단기대학（2 년） 
고등전문 

학교 

（5 년） 

 

18 세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3 년） 

고등학교（3 년） 

전일제는 3 년 

정시제・통신제는  3 년～ 

고등전수학교 

（1～3 년） 

15 세 
전기과정（3 년） 중학교（3 년） 

12 세  
초등학교（6 년） 

6 세 유치원・어린이집    

（１）６・３・３・４제 

일본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6 년, 중학교 3 년, 고등학교 3 년, 대학교 

4 년（단기대학 등은 2 년）입니다. 

 

（２）의무교육 

이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서 모든 아동이 입학해서 졸업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일본 국민에 대한 의무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만 6 세~15 세의 외국 국적의 

아동은 국적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면 일본인과 같은 비용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1989 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조약’을 일본도 1994 년에 비준하였습니다. 

이 조약 안에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킬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 

국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３）중학교를 졸업한 후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98% 이상이 고등학교(고등전문학교 등을 포함)에 진학합니다. 

그 밖에도 일을 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전수학교와 각종 학교 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도 여러 종류의 학교가 있으므로 잘 찾아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등을 생

각하면서 어떤 고등학교가 좋을지 정해야 합니다.    

 

（４）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 15 세 이상으로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일본 이외의 국가라도 의무교육(9 년간)을 마쳤다는 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또는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아도 일본의 ‘중학교졸업정도 인정시험’(6 페이지 참조)에 합

격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입학자 선발(입학시험)’(3 페이지 참조)에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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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가? 

（１）장래 진로의 폭이 넓어집니다. 

일본에서는 취직 조건으로 고졸 자격이 있어야 하는 회사가 매

우 많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많은 종류의 직업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단기대학・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２）매일 공부를 함으로써 사회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Ⅱ 니가타현에 있는 고등학교 

 １ 고등학교 종류 

(1) 공립・사립 

니가타현에는 공립학교(현 또는 시가 설립한 학교)와 사립학교, 국립고등전문학교(국가가 

설립한 학교)가 있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입학시험과 수업료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공립학교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2) 과정 

고등학교는 전일제, 정시제, 통신제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통학 요일・시간 하루 공부 시간 졸업 소요 햇수 학과 

전일제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 경~ 

오후 3:30 경까지 

50 분 수업에 6 시간이 

기본. 

동아리 활동도 있습니

다. 

3 년 보통과 

전문학과 

종합학과 

정시제 

 

월요일~금요일 

학년제는 야간 오후 

6:00 경~오후 9:00 경

까지 

 

학점제는 오전부와 야

간부가 있는데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학년제는 4 시간 수업 

 

 

학점제는 50 분 수업이 

기본으로, 스스로 시간

표를 짭니다. 

동아리 활동도 있습니

다. 

 

학년제는 4 년 

 

 

학점제는 3 년 이

상 

 

 

 

보통과 

통신제 

보통은 집에서 스스로 공부합니다. 

한 달에 2~3 번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습니다.(스쿨링) 

리포트와 시험에 전부 합격하면 졸업이 됩니다. 

3 년 이상 보통과 

※이 세 과정에는 학점제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점제는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 

구분을 하지 않고, 정해진 학점를 취득하면 졸업이 됩니다. 

(3) 학과  

고등학교는（２）의 표와 같이 학과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배우냐에 따라 보통과, 

전문학과, 종합학과의 세 학과로 나뉩니다. 

한 학교에 몇 개의 학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① 보통과 

국어, 수학, 영어 등 일반 과목 중심으로 배웁니다. 

대학 진학, 기업 취직 등의 진로가 있습니다. 

학과명 : 보통, 보통・학구, 보통・이수  등 

② 전문학과 

직업과 연관되는 내용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과와 음악 등의 학과가 있습니다. 

   농업 : 채소와 화초 재배, 식품 가공 등 농림업에 대해서 폭넓게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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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 생산기술, 환경과학, 식품과학, 생물자원, 생활환경 등 

   공업 : ‘제작’을 통해 공업의 기초지식과 기계조작 등을 배웁니다. 

            학과명 : 기계, 기계 시스템, 전기, 건축, 토목, 공업화학, 전자기계, 공업마이스터, 

일본건축 등 

   상업 : 부기 회계, 경영정보 등 비즈니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웁니다. 

            학과명 : 상업, 정보처리, 종합비즈니스, 정보비즈니스 

   가정 : 조리와 의류 제작, 보육 등 생활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웁니다. 

학과명 : 가정, 식물, 생활문화 

   수산 : 어선 조작과 수산 자원의 양식과 식품가공 등을 배웁니다. 

            학과명 : 수산자원, 해양개발       

   기타 : 다음과 같습니다. 

            이수 : 고도의 과학과 수학을 배워 과학, 의료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영어이수(理数) : 영어와 정보 활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음악 : 피아노, 성악, 악기 연주 등 음악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국제문화 : 영어 교육을 특화하여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국제교양 : 영어회화 등의 실무능력을 익힙니다. 

            정보과학 : 수학, 과학 교육을 특화하여 정보사회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③ 종합학과 

국어, 수학 등의 일반 교과목을 배우면서 자신의 흥미와 진로희망에 따라 전문과목을 선

택해 시간표를 짤 수 있습니다.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어떤 학과가 있는지는 첨부 자료(9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이외에도 니가타현 

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 홈페이지（http://www.pref.niigata.lg.jp/kotogakko/ ）에 다양한 정

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고등전문학교(국립: 나가오카공업 고등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로 하

시고, 궁금한 점은 각 학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4) 통학 구역에 대해서 

현립고등학교와 니가타 시립고등학교는 현 내 전역에서 자신의 진로희망 등에 따라 자유롭

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희망 고교를 정하는 방법 

니가타현 내에는 많은 고등학교가 있고 학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장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등을 평소에 가족들과 의

논한 다음 중학교 선생님 등과 상담합시다.  

또 각 학교에서는 설명회와 체험 입학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알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가서 정보를 수집합시다. 

고등학교는 시험을 치지 않으면 진학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점수는 

각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가고 싶은 학교라도 학력이 모자라 진학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

다. 자신의 희망뿐만 아니라 학력도 고려하여 시험 볼 학교를 정합시다.  

 

２ 입학자 선발(입학시험) 방법에 대해서 

（１）입학시험 종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자 선발(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공립고등학교의 

입학자 선발 방법에는 특색화선발과 일반선발, 결원 보충을 위한 2 차 모집, 해외 귀국자녀 

 

http://www.pref.niigata.lg.jp/kotogak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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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특별선발이 있습니다. 

일반선발을 실시해도 합격자가 모집정원에 못 미치는 고등학교는 결원 보충을 위해 2 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또한, 응시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선발과 결원 보충을 위한 2 차 모집

에서 해외 귀국자녀등 특별선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의 모집정원은 10 월 말까지 

발표됩니다. 

사립학교의 선발방법과 일정 등은 각 학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① 특색화선발 

스포츠 활동, 문화 활동, 과학 분야 활동 등에서 우수한 실적이 있고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활동을 계속할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학교 

등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따라 실시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개인 면접을 실시하며, 이 외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

습니다. 

특색화선발에 합격하여 입학확약서를 제출하면 일반선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② 일반선발 

모든 학교・학과에서 실시합니다. 1 개교 1 학과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다

른 학과를 제 2 지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일제는 5 과목(국어,사회,수학,이과,영어)의 학력검사를 실시합니다. 

정시제는 3 과목(국어,수학,영어)의 학력검사와 면접을 실시합니다. 또한, 20 세 이상이면 이 

3 과목을 작문으로 대체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대부분의 학교와 학과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③ 결원 보충을 위한 2 차 모집 

합격한 학생이 모집정원에서 한 명이라도 미달인 경우 실시합니다.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등학교 등에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등’이란 고등학교(현 내외 공립과 사립을 불문),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고등전문학교를 말합니

다. 고등학교에 합격했는데 입학을 포기한 사람은 원서를 낼 수 없습니다. 

단, 응시 자격자 중에서 현립고등학교와 병행하여 응시할 수 있는 현 내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자 선발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결원 보충을 위한 2 차 모집에 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

다. 

전일제, 정시제 둘 다 3 과목(국어,수학,영어)의 학력검사와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 외에 필

요한 검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➃ 해외 귀국자녀 등 특별선발 

일반선발 및 2 차 모집을 할 때 본 전형도 동시에 실시하며, 지원자가 있는 학교・학과에서 

실시합니다. 외국에서 계속해서 2 년 이상 생활하고, 2018 년 4 월 1 일 이후에 보호자와 함께 

귀국(입국)하여 특별선발을 희망하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지원자격 조건이 되는지는 반드시 

중학교 교사 등과 상담하여 주십시오. 

학력검사(수학, 영어)와 작문(일본어로 표현하는 검사) 및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 외에 자체

적으로 검사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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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２）입시일정（２０２０년） 

특색화선발 

※해당학교만 실시 
 일반선발  2 차 모집 

     

원서제출 

2 월 3 일부터 2 월 

5 일까지(단, 토요일 

일요일 제외) 

    

     

검사일 

 2 월 12 일 
    

     

내정통지 발송일 

2 월 14 일 불합격 

원서제출 

2 월 19 일부터 2 월 21 일

까지 

  

    합격     

합격하면 반드시 

해당 학교에 입학

해야 합니다. 

 

지원변경 

2 월 26 일부터 2 월 28 일

까지 

 
2 차 모집은 일반선

발에서 정원 미달인 

고등학교만 실시합

니다.    

  
학력검사 3 월 5 일 

학교자체검사 3 월 6 일※ 
 

 

 

 
 

 

 

 

 

 

 

 

 

  

  합격발표 3 월 13 일 불합격 2 차 모집학교 발표 

     

     

    

원서제출 

3 월 18 일 ～ 3 월 

19 일  

  

 

  

   
학력검사 

3 월 23 일 

     

    합격발표 3월 24일 

 

해외 귀국자녀 등 특별선발 
일반선발・결원 보충을 위한 2 차 모집에서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합니다. 일반 선발에서는 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학교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정시제 과정에서는 학력검사를 하는 

날에 학교 자체검사(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주) 통신제 과정의 학생 모집은 11 월까지 발표됩니다. 

추가검사(학력검사) 3 월 10 일 

추가검사(학교자체검사) 3 월 11 일※ 

인플루엔자 등의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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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기타 

각 학교에 따라 선발내용과 모집정원이 다르므로 입학시험을 치고 싶은 학교에 문의하거나 

중학교 선생님 혹은 아래 문의처에 사전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 문의처 】 

① 현립고등학교 입학시험 : 니가타현교육청 고등학교교육과 지도 제 1 계 

TEL：025-280-5611  FAX：025-285-7998 

http://www.pref.niigata.lg.jp/kotogakko/ 

② 니가타 시립고등학교 입학시험 : 니가타시교육위원회 학교지원과 교육과정반 

TEL：025-226-3263  FAX：025-230-0432 

http://www.city.niigata.lg.jp/kosodate/gakko/index.html 

 

３ 중학교졸업정도 인정시험 등에 대해서 

（１）중학교졸업정도 인정시험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라도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니가타현 내의 고등

학교에 시험을 칠 경우, 문부과학성이 실시하는 ‘중학교졸업정도 인정시험’을 쳐야 합니다. 

원서 제출기간：2019 년 8 월 19 일 ~ 9 월 6 일 

시험일：2019 년 10 월 24 일 

합격발표：2019 년 12 월 2 일 발송예정(우편물 도착까지 며칠 정도 소요됩니다.) 

시험장：각 도도부현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니가타현 교육청 고등학교교육과 심사조정계（TEL：025-280-5609）로 문

의하여 주십시오. 

   

（２）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니가타현 내의 고등학교에 응시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최종학교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응시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4 일본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１）중학교와 다른 점 

고등학교에서는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1학점은 일주일에 1시간 수업의 1년간(35시간)

을 말합니다. 주 3시간 수업하는 과목이면 3학점, 주 4시간 수업하는 과목이면 4학점입니다. 

1 년 동안 해당 과목에 대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을 못 따

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없고 졸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 등을 제외하고 장기간 쉴 경우 그 후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학교나 다른 학생을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을 때는 등교를 

삼가도록 하거나(정학),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를 그만두게(퇴학)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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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비용에 대해서（참고：２０１８년） 

 

 공립학교 사립학교 

 전일제 정시제 전일제 

 

입학고사료 

 

2,200 엔 

(현립은 수입증지, 

니가타 시립은 현금) 

950 엔 

(현립은 수입증지, 

니가타 시립은 현금） 

10,000 엔~ 

20,000 엔 

 

입학료 

 

5,650 엔 2,100 엔 
90,000 엔~ 

180,000 엔 

 

수업료 

 

월 9,900 엔 ※아래 표와 같음 
연간 약 262,800 엔~ 

564,750 엔 

 

※공립정시제학교 수업료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학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 밖에도 교과서 대금, 체육복, 구두, 교복비, PTA 회비, 학생회비 등이 

약 10 만 엔에서 15 만 엔 정도 소요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수업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

가로부터 취학지원금이 지급됩니다(국공립학교 전일제는 연간 118,800

엔, 사립학교는 연간 118,800 엔에서 297,000 엔). 

 

5 장학금 등에 대해서 

（１）장학금 

    장학금이란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장학

금 종류에 따라서 갚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① 니가타현 장학금  

니가타현이 모집하는 장학금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5 년 이내에 갚아야 합니다. 또한, 

연 수입과 학력 등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중학교 3 학년 11 월에 신청하는 방법과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5 월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

데 장학금 지급이 결정되면 다음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국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자택 자택 외 자택 자택 외 

매달 18,000 엔 매달 23,000 엔 매달 30,000 엔 매달 35,000 엔 

  자세한 사항은 니가타현 교육청 고등학교교육과 장학금계(TEL:025-280-5638)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② 니가타시 장학금제도 

니가타시가 모집하는 장학금입니다.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니가타시에 영주자 재

류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또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업료 무상화제도,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 등으로 수업료가 불필요한 

학점제 과정 외의 과정 월 2,700 엔 

학점제 과정 
1 년간 이수하는 과목 1 학점당 월 145 엔 

반년간 이수하는 과목 1 학점당 월 29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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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생활보호대상자로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월에 모집하며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0 만 엔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빌린 장학금은 꼭 갚아야 합니다. 반환기간과 반환금액은 빌린 장학금 액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니가타시 교육위원회 학무과 학무계(TEL:025-226-3168)로 문의하여 주십

시오. 

   

（２）수업료 등 감면제도 

① 현립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입학 및 진학하는 학생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등이 전

액 혹은 일부 감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니가타현 교육청 재무과 재무관리계(TEL:025-280-5590)로 문의하여 주십시

오. 

② 사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에서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업료와 입학금 등을 경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니가타현 총무관리부 대학・사학진흥과 지원반 (사학 담당) 

(TEL:025-280-5020)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６ 체험 입학에 대해서 

니가타현 대부분의 고등학교에는 중학생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체험 입학’이 있

습니다. 

체험 입학에서는 고등학교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견학하거나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7월에서 10월 사이에 체험 입학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많으니 진학을 고려 중인 고등학교

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가해 봅시다.  

  

tel:025-226-3168
tel:025-280-5590
tel:025-28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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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 공립고등학교 지도 

 

● 니가타현 내 고등학교 일람 

 

공립고등학교 : 전일제 

 

공립고등학교 : 정시제・통신제 

 

사립고등학교 : 전일제 

 

사립고등학교 : 통신제 

 

 

 

 

 

 

 

 

 

 

 

 

 

 

 

 

 

 

 

 

 

 

 

 

【 주의 】 

2020 년도에 학생을 모집하는 학과는 2019 년 10 월까지 

결정됩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일부 학교・학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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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현 공립고등학교 지도 
지도에 표기된 번호는 각 고등학교의 대략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 지도의 번호는 각 고등학교의 대략적인 위치를 나타냅니다.   

NO. 현립고등학교 NO. 현립고등학교 NO. 현립고등학교 NO. 현립고등학교 NO. 현립고등학교 NO. 현립고등학교 NO. 현립고등학교 NO. 현립고등학교 NO. 시립고등학교 

 전일제  전일제  전일제  전일제  전일제  전일제  전일제  정시제  전일제 

1 무라카미 14 니가타코난 26 시로네 38 나가오카 50 가시와자키공업 61 다카다 72 사도 75 아라카와 81 시립반다이 

2 무라카미 사쿠라가오카 15 니가타니시 27 고센 39 나가오카오테 51 오지야 61 다카다야스즈카분교 73 하모치 5 니시시바타  정시제 

3 나카조 16 니가타히가시 28 무라마쓰 40 나가오카코료 52 오지야니시 62 다카다키타시로 74 사도종합 76 니가타스이코※ 82 시립메이쿄 

4 시바타 17 니가타키타 29 아가레이메이 41 나가오카농업 53 고이데 63 다카다농업   77 나가오카메이토쿠   

6 시바타미나미 18 니가타공업 30 산조 42 나가오카공업 54 국제정보 64 조에쓰종합기술   78 이즈모자키   

7 시바타농업 19 니가타상업 31 산조히가시 43 나가오카상업 55 무이카마치 65 다카다상업   79 호리노우치   

8 시바타상업 20 니가타코요 32 니가타켄오공업 44 쇼토쿠칸 56 핫카이 66 구비키   58 도카마치   

9 아가노 21 마키 33 산조상업 45 도치오 57 시오자와상공 67 유코   80 다카다미나미시로※   

10 도요사카 22 마키종합 34 요시다 46 미쓰케 58 도카마치 68 아라이   72 사도아이카와분교   

11 니가타 23 니쓰 35 분스이 47 가시와자키 58 도카마치마쓰노야마분교 69 이토이가와       

12 니가타추오 24 니쓰공업 36 가모 48 가시와자키토키와 59 도카마치종합 70 이토이가와하쿠레이       

13 니가타미나미 25 니쓰미나미 37 가모농림 49 가시와자키종합 60 마쓰다이 71 해양       

○ 분교는 본교와 번호가 동일하며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니가타 스이코와 다카다미나미시로는 통신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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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 현 내 고교 일람 
No 고등학교 No 고등학교 No 고등학교 No 고등학교 No 고등학교 

1 무라카미 22 마키종합 43 나가오카상

업 

62 다카다키타

시로 

82 시립메이

쿄 

2 무라카미 

사쿠라가오

카 

23 니쓰 44 쇼토쿠칸 63 다카다농업   

3 나카조 24 니쓰공업 45 도치오 64 조에쓰종합

기술 

  

4 시바타 25 니쓰미나미 46 미쓰케 65 다카다상업   

5 니시시바타 26 시로네 47 가시와자키 66 구비키   

6 시바타미나

미 

27 고센 48 가시와자키

토키와 

67 유코   

7 시바타농업 28 무라마쓰 49 가시와자키

종합 

68 아라이   

8 시바타상업 29 아가레이메이 50 가시와자키

공업 

69 이토이가와   

9 아가노 30 산조 51 오지야 70 이토이가와 

하쿠레이 

  

10 도요사카 31 산조히가시 52 오지야니시 71 해양   

11 니가타 32 니가타켄오공

업 

53 고이데 72 사도   

12 니가타추오 33 산조상업 54 국제정보 72 사도아이카

와분교 

  

13 니가타미나

미 

34 요시다 55 무이카마치 73 하모치   

14 니가타코난 35 분스이 56 핫카이 74 사도종합   

15 니가타니시 36 가모 57 시오자와상

공 

75 아라카와   

16 니가타히가

시 

37 가모농림 58 도카마치 76 니가타스이

코 

  

17 니가타키타 38 나가오카 58 도카마치마

쓰노야마분

교 

77 나가오카메

이토쿠 

  

18 니가타공업 39 나가오카오테 59 도카마치종

합 

78 이즈모자키   

19 니가타상업 40 나가오카코료 60 마쓰다이 79 호리노우치   

20 니가타코요 41 나가오카농업 61 다카다 80 다카다미나

미시로 

  

21 마키 42 나가오카공업 61 다카다 

야스즈카분

교 

81 시립반다이   

 

 

 

 

 

 
 



12 

 

 

●니가타현내 고등학교 일람 

공립학교 : 전일제             ※‘니가타 시립’으로 표기된 것 이외는 현립입니다.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학과 

무라카미고등학교 
우 958-0854 

무라카미시 다바타마치 7-12 
0254-53-2109 보통 

무라카미 사쿠라가오카고

등학교 

우 958-0856 

무라카미시 이노사쿠라가오카

10-25 

0254-52-5201 종합 

나카조고등학교 
우 959-2643 

다이나이시 히가시혼초 19-1 
0254-43-2047 보통 

시바타고등학교 
우 957-8555 

시바타시 유타카초 3-7-6 
0254-22-2008 

보통  

이수 

시바타미나미고등학교 
우 957-8567 

시바타시 다이에초 3-6-6 
0254-22-2178 

보통 기계공학 

전자정보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시바타농업고등학교 
우 957-8502 

시바타시 다이에초 6-4-23 
0254-22-2303 

생물자원 

식품과학,환경과

학 

시바타상업고등학교 
우 957-8558 

시바타시 이타지키 521-1  
0254-26-1388 

상업 

정보처리 

아가노고등학교 
우 959-2032 

아가노시 갓코초 3-9 
0250-62-2049 보통 

아가레이메이고등학교 

우 959-4402 

히가시칸바라군 아가마치 쓰가

와 361-1 

0254-92-2650 보통 

고센고등학교 
우 959-1861 

고센시 아와시마 1-23 
0250-43-3314 종합 

무라마쓰고등학교 
우 959-1704 

고센시 무라마쓰코 5545 
0250-58-6003 보통 

니쓰고등학교 

우 956-0832 

니가타시 아키하구 

아키하 1-19-1 

0250-22-1920 보통 

니쓰공업고등학교 

우 956-0816 

니가타시 아키하구 

니쓰히가시초 1-12-9 

0250-22-3441 

공업마이스터 

생산공학 

로봇공학 

일본건축 

니쓰미나미고등학교 

우 956-0113 

니가타시 아키하구 

야시로다 3200-1 

0250-38-2912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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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학과 

도요사카고등학교 

우 950-3343 

니가타시 기타구 가미도치가메 

오마가리 761 

025-387-2761 보통 

니가타키타고등학교 
우 950-0804 

니가타시 히가시구 혼조 847-1 
025-271-1281 보통 

니가타히가시고등학교 

우 950-8639 

니가타시 히가시구 고가네초 

2-6-1 

025-271-7055 보통 

니가타시립반다이 

고등학교 

우 950-8666 

니가타시 주오구 눗타리히가시 

6-8-1 

025-241-0193 
보통  

영어이수 

니가타고등학교 

우 951-8127 

니가타시 주오구 세키야시모카

와라마치 2-635 

025-266-2131 
보통 

이수 

니가타추오고등학교 

우 951-8126 

니가타시 주오구 갓코초도리 2

반초 5317-1 

025-229-2191 

보통 

보통(학구코스) 

식품 음악 

니가타미나미고등학교 

우 950-0994 

니가타시 주오구 가미토코로 

1-3-1 

025-247-3331 
보통  

보통(이수코스) 

니가타코난고등학교 

우 950-0948 

니가타시 주오구 메이케미나미

3-6-1 

025-283-0326 보통 

니가타상업고등학교 

우 951-8131 

니가타시 주오구 하쿠산우라

2-68-2 

025-266-0101 

종합비즈니스 

정보처리 

국제교양 

니가타코요고등학교 

우 950-0121 

니가타시 고난구 가메다코요

4-3-1 

025-382-3221 보통 

시로네고등학교 

우 950-1214 

니가타시 미나미구 조게스와키

1214 

025-372-2185 보통 

니가타니시고등학교 

우 950-2156 

니가타시 니시구 우치노 

세키바 4699 

025-262-1561 보통 

니가타공업고등학교 

우 950-2024 

니가타시 니시구 고신니시 

1-5-1 

025-266-1101 

기계 전기 

건축(건축코스) 

건축(건축설비

코스)토목  

공업화학 

마키고등학교 

우 953-0044 

니가타시 니시칸구 마키오쓰 

30-1 

0256-72-2351 보통 

마키종합고등학교 
우 953-0041 

니가타시 니시칸구 마키코 

4295-1 

0256-72-3261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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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학과 

요시다고등학교 

우 959-0265 

쓰바메시 요시다히가시마치 

16-1 

0256-93-3225 보통 

분스이고등학교 
우 959-0113 

쓰바메시 오이가시마 104-4 
0256-98-2191 보통 

산조고등학교 
우 955-0803 

산조시 쓰키오카 1-2-1 
0256-35-5500 보통 

산조히가시고등학교 
우 955-0053 

산조시 기타이리쿠라 2-9-36 
0256-38-6461 보통 

니가타켄오공업고등학교 
우 955-0823 

산조시 히가시혼조지 13-1 
0256-32-5251 

기계가공 전자

기계 

정보전자 건설

공학 

산조상업고등학교 
우 955-0044 

산조시 다지마 2-24-8 
0256-33-2631 종합비즈니스 

가모고등학교 
우 959-1313 

가모시 사이와이초 1-17-13 
0256-52-2030 보통 

가모농림고등학교 
우 959-1325 

가모시 진메이초 2-15-5 
0256-52-3115 

생산기술 

환경녹지 

식품기술  

생물공학 

미쓰케고등학교 
우 954-0051 

미쓰케시 혼쇼 1-20-6 
0258-62-0080 보통 

나가오카고등학교 
우 940-0041 

나가오카시 갓코초 3-14-1 
0258-32-0072 

보통  

이수 

나가오카오테고등학교 
우 940-0857 

나가오카시 오키타 2-357 
0258-32-0096 

보통  

가정 

나가오카코료고등학교 

우 940-2184 

나가오카시 기타마치 

아자카와하라 1030-1 

0258-29-1300 보통 

나가오카농업고등학교 

우 940-1198 

나가오카시 마가리아라마치 

3-13-1 

0258-37-2266 

생산기술  

식품과학  

생활환경 

나가오카공업고등학교 
우 940-0084 

나가오카시 사이와이초 2-7-70 
0258-35-1976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물질공학 

산업디자인 

나가오카상업고등학교 

우 940-0817 

나가오카시 니시카타카이마치 

아자오키 1726 

0258-35-1502 
종합비즈니스 

정보비즈니스 

쇼토쿠칸고등학교 

우 940-2401 

나가오카시 요이타마치 

히가시요이타 173 

0258-72-3121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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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학과 

도치오고등학교 
우 940-0293 

나가오카시 가나자와 1-2-1 
0258-52-4155 종합 

오지야고등학교 
우 947-0005 

오지야시 아사히초 7-1 
0258-83-2262 보통 

오지야니시고등학교 
우 947-0028 

오지야시 조나이 3-3-11 
0258-82-4335 종합 

고이데고등학교 
우 946-0043 

우오누마시 아오시마 810-4 
025-792-0220 보통 

국제정보고등학교 

우 949-7302 

미나미우오누마시 우라사

5664-1 

025-777-5355 
국제문화 

정보과학 

무이카마치고등학교 

우 949-6633 

미나미우오누마시 요카와

1380-2 

025-772-3224 보통 

핫카이고등학교 
우 949-6632 

미나미우오누마시 요카와 1276 
025-772-3281 보통 

시오자와상공고등학교 

우 949-6433 

미나미우오누마시 센조지

701-1 

025-782-1111 
기계시스템 

상업 

도카마치고등학교 
우 948-0083 

도카마치시 혼초니시 1-203 
025-752-3575 보통 

도카마치고등학교 마쓰노

야마분교 

우 942-1405 

도카마치시 마쓰노야마히카루

마 39-1 

025-596-2025 보통 

도카마치종합고등학교 
우 948-0055 

도카마치시 다카야마 461 
025-752-3186 종합 

마쓰다이고등학교 
우 942-1526 

도카마치시 마쓰다이 4003-1 
025-597-2064 보통 

가시와자키고등학교 
우 945-0065 

가시와자키시 갓코초 4-1 
0257-22-4195 보통  

가시와자키토키와고등학

교 

우 945-0047 

가시와자키시 히스미 1-5-57 
0257-23-6205 보통 

가시와자키종합고등학교 
우 945-0826 

가시와자키시 모토시로초 1-1 
0257-22-5288 종합 

가시와자키공업고등학교 
우 945-0061 

가시와자키시 사카에마치 5-16 
0257-22-5178 

기계 전자기계  

전기 공업화학 

구비키고등학교 

우 949-3216 

조에쓰시 가키자키구 가키자키 

7075 

025-536-2379 보통 

다카다고등학교 
우 943-8515 

조에쓰시 미나미시로초 3-5-5 
025-526-2325 

보통 

이수 

다카다고등학교 야스즈카

분교 

우 942-0411 

조에쓰시 야스즈카구 시모가타

129 

025-592-2027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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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학과 

다카다키타시로고등학교 
우 943-8525 

조에쓰시 기타시로초 2-8-1 
025-522-1164 

보통 

생활문화 

다카다농업고등학교 
우 943-0836 

조에쓰시 히가시시로초 1-4-41 
025-524-2260 

생물자원  

식품과학  

농업토목 

조에쓰종합기술고등학교 
우 943-8503 

조에쓰시 모토시로초 3-1 
025-525-1160 

기계창조공학 

전기정보  

건축환경 

토목방재 

다카다상업고등학교 

우 943-8550 

조에쓰시 오아자나카다하라 

90-1 

025-523-2271 종합비즈니스 

유코고등학교 

우 944-0131 

조에쓰시 이타쿠라구 하리

583-3 

0255-78-2003 보통 

아라이고등학교 
우 944-0031 

묘코시 다마치 1-10-1 
0255-72-4151 종합 

이토이가와고등학교 

우 941-0047 

이토이가와시 오아자히라우시 

248-2 

025-552-0004 보통 

이토이가와하쿠레이 

고등학교 

우 941-0063 

이토이가와시 기요사키 9-1 
025-552-0046 종합 

해양고등학교 
우 949-1352 

이토이가와시 오아자노우 3040 
025-566-3155 

수산자원 

해양개발 

사도고등학교 
우 952-1322 

사도시 이시다 567 
0259-57-2155 보통 

하모치고등학교 
우 952-0504 

사도시 하모치혼고 410 
0259-88-3155 보통 

사도종합고등학교 
우 952-0202 

사도시 구리노에 377-1 
0259-66-3158 종합 

 

 

 

 

 

공립고교 : 정시제・통신제      ※‘니가타 시립’이라고 표기된 것 이외는 현립입니다.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학과 

아라카와고등학교 
우 959-3194 

무라카미시 사카마치 2616-4 
0254-62-2503 

보통오전 

(학점제 정

시제) 

니시시바타고등학교 
우 957-8522 

시바타시 니시조노초 3-1-2 
0254-22-2009 

보통오전 

(학점제 정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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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학과 

니가타스이코고등학교 
우 950-1112 

니가타시 니시구 가나마키 1657 
025-377-2175 

보통오전 

(학점제 정

시제) 

통신제 

니가타시립메이쿄고등학교 

우 950-0075 

니가타시 주오구 눗타리히가시 

6-11-1 

025-246-3535 

보통오전・

보통야간 

(학점제 정

시제) 

나가오카메이토쿠고등학교 
우 940-0093 

나가오카시 스이도초 3-5-1 
0258-33-5821 

보통오전・

보통야간 

(학점제 정

시제) 

호리노우치고등학교 
우 949-7413 

우오누마시 호리노우치 3720 
025-794-3317 

보통오전 

(학점제 정

시제) 

도카마치고등학교 
우 948-0083 

도카마치시 혼초니시 1-203 
025-752-3575 

보통(학년제 

정시제) 

이즈모자키고등학교 
우 949-4352 

산토군 이즈모자키마치 다이몬 71 
0258-78-3125 

보통오전 

(학점제 정

시제) 

다카다미나미시로고등학교 
우 943-0837 

조에쓰시 미나미시로초 3-3-8 
025-523-7672 

보통오전・ 

(학점제 정

시제) 

통신제 

사도고등학교 아이카와분

교 

우 952-1501 

사도시 시모아이카와 162 
0259-74-3257 

보통오전 

(학점제 정

시제) 

 

 

사립학교 : 전일제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학과 

니가타메이쿤고등학교 
우 950-0116 

니가타시 고난구 기타야마 1037 번지 
025-257-2131 보통 

니가타세이신여자고등학교 
우 950-2101 

니가타시 니시구 이카라시이치노초

6370 

025-269-2041 보통 

호쿠에쓰고등학교 
우 950-0916 

니가타시 주오구 요네야마 5-12-1 
025-245-5681 보통 

니가타세이료고등학교 
우 951-8121 

니가타시 주오구 스이도초 1-5932 
025-266-8131 보통 

게이와가쿠엔고등학교 
우 950-3112 

니가타시 기타구 다유하마 325 
025-259-2391 보통 

니가타다이이치고등학교 
우 951-8141 

니가타시 주오구 세키신 3-3-1 
025-231-5643 보통 

도코갓칸 

니가타고등학교 

우 950-1141 

니가타시 주오구 슈모쿠 185-1 
025-283-8857 보통 

니혼분리고등학교 
우 950-2035 

니가타시 니시구 신도리 1072 번지 
025-260-1000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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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학과 

시바타중앙고등학교 
우 957-8533 

시바타시 소네 570 
0254-27-2466 보통 

주에쓰고등학교 
우 940-8585 

나가오카시 니보마치 1371-1 
0258-24-0203 보통 

데이쿄나가오카고등학교 
우 940-0044 

나가오카시 스미요시 3-9-1 
0258-36-4800 보통 

가모교세이고등학교 
우 959-1322 

가모시 갓코초 16-18 
0256-52-2000 

보통 

간호·간호

전공 

니가타산업대학 

부속고등학교 

우 945-1397 

가시와자키시 오아자야스다 2510-2 
0257-24-6644 보통 

조에쓰고등학교 
우 943-0892 

조에쓰시 데라마치 3－4－34 
025-523-2601 

보통  

 

세키네가쿠엔고등학교 
우 943-8561 

조에쓰시 오누키 2-9-1 
025-523-2702 보통 

가이시 국제고등학교 
우 959-2637 

다이나이시 나가하시카미 439-1 
0254-44-3330 보통 

 

 

 

사립고교 : 통신제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학과 

가이시가쿠엔고등학교 

우 950-0925 

니가타시 주오구 

벤텐바시도리 1-4-1 

025-287-3390 보통(통신제) 

소신고등학교 
우 954-0051 

미쓰케시 혼조 2-2-21 
0258-62-0703 보통(통신제) 

나가오카에이치고등학교 
우 940-1154 

나가오카시 미야사카에 3-16-14 
0258-31-6771 보통(통신제) 

※이 밖에도 전국에 통신제고교가 있습니다. 

 

 

 

고등전문학교(국립)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학과 

나가오카공업고등전문학교 

우 940-8532 

나가오카시 니시카타카이

마치 

888 번지 

0258-32-6435 

기계공학  

전기전자시스템공학 

전자제어공학 

물질공학 

환경도시공학 

 

 

 

 

 



 

 

 

 

 

 

 

 

 

 

 

 

 

 

 

 

 

 

 

 

 

 

 

《참고자료》 

・『니가타현 공립고등학교 입학자선발에 대해서』니가타현 교육위원회  

・『모국어가 일본어가 아닌 자녀와 부모를 위한 진학안내』 

편집：재단법인 나가노현 국제교류추진협회 

・『모국어가 일본어가 아닌 자녀와 보호자를 위한 고교진학안내』 

편집：재단법인 사이타마현 국제교류협회 

・일반재단법인 자치체 국제화협회 홈페이지『다언어생활정보／J교육』 

 

상기의 참고 자료와 2009 년 니가타대학 국제센터가 유학생 등의 협조를 얻어 

작성한 ‘모국어가 일본어가 아닌 자녀와 보호자를 위한 고교진학안내’용 자료를 바

탕으로 본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편집・발행 공익재단법인 니가타현 국제교류협회 

(우)950-0078 

니가타시 주오구 반다이지마 5-1 반다이지마빌딩 2 층 

TEL：025－290－5650 FAX：025－249－8122 

E-mail：nia21c@niigata-ia.or.jp 

URL：http://www.niigata-ia.or.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