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학교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아동이 있나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우수한 교사에게 교육받고,
또래 아동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아이를 학교로 보내 주세요.

지금 바로 인근 학교에 입학 상담을 받아 보세요.

Q

누구나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체류자격에 관계 없이 누구나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해요.

Q

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가야 하나요?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서류가 없어도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
② 학력증빙관련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사실 증명 서류, 성적증명서 등) 등이 필요해요.
필요한 서류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 서류가 없더라도 인근 학교에 먼저 입학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Q

우리 아이가 한국어를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아이가 한국어에 익숙해질 때까지 한국어와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195개교)’가 운영되고
있어요. 예비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도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학교에 문의해 주세요.

< 대한민국 학교교육 제도 >

유치원/어린이집

2~3년

➲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 제공

※ 대한민국의 학교는 1학기가 3월부터 시작하며, 2학기는 8월 또는 9월에 시작, 주5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Schools of Korea are
open to ALL!

English

Do you have a child ages from 6 to 17 years old?
If so, send them to school wherein they can learn together
with the same age of children from professional teachers of Korea.
Get admission counseling to a nearby school right now.

Q

Can anyone attend the school?
Anyone, regardless of their status of residence, can attend school and provide equal education for all.

Q

What documents do I need to bring to school?
① Documents to prove facts about immigration or alien registration
※ Even if you do not have this document, you can replace it with documents that can confirm your residence status.

② Documents related to proof of academic achievement (graduation certificate or proof of
enrollment, transcript, etc.).

The required documents may vary from school to school, and even if you do not have
these documents, please be sure to consult first with the school near your place.

Q

Is it alright to attend school a child whose not fluent in Korean language?
There are (195 schools) preliminary schools that kids may use for them to learn speci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until they become fluent on it. You can inquire to school for this matter wherein you
can get an information where your child can learn Korean language aside the offer from preliminary
school.
< Educational System of Korea >

Kindergarten/
Nursery School
2~3 years

➲

Elementary
School
6 years

➲

Middle
School

➲

3 years

High
School
3 years

compulsory education provided with free education
※ Schools in Korea start in March with the first semester, second semester starts in August or September, and its a 5-day clas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