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１、２년생과 보호자 여러분께（오사카부 교육위원회

＜오사카 공립고등학교 등의 2017 년도 입시일정＞
2016 년 3 월）

특별선발（2 월）
현중학교 2 학년이 수험할 2017 년도 입학자선발（이하「입시」라고 한다.）에서
오사카부 공립고등학교 등의 입시 변경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출원기간
：2017 년 2 월 14 일（화）･15 일（수）（음악과는 2 월 1 일（수）･2 일（목））
◆학력검사 등：2017 년 2 월 20 일（월）･21 일（화）
◆합격자 발표：2017 년 2 월 28 일（화）

■고등학교
전일제

・「영어」학력검사문제가 바뀝니다.
・영어 학력검사에서 사용하는 영어단어는 오사카부 교육위원회가 작성하는
영어단어집에서 출제합니다.
・학력검사※「발전적 문제」는, 모든 문제문를 영어로 작성합니다.

전일제

※

학력검사 ：「국어, 수학, 영어」학력검사 문제는 다음 중에서 고교 별로 선택합니다.
・특별선발：２종류（기초적 문제, 표준적 문제）
・일반선발：３종류（기초적 문제, 표준적 문제, 발전적 문제）

・「영어」학력검사로 외부검정 점수 등에 따른 점수보장을 도입합니다.
・영어외부검정（TOEFL iBT, IELTS, 실용영어기능검정（이하「영검」라고 함））점수 등이 일정
레벨 이상의 경우, 출원 시에 신청하면 학력검사 「영어」에서 이하의 점수가 보장됩니다.
（당일의 학력검사 점수가 보장 점수보다 좋은 경우는 학력검사 점수가 채용됩니다.）
영어외부검정 점수 등

다부제
단위제
주야간
단위제

과정・학과 등
공업에관한
학과（건축디자인과・인테리어디자인과・
제품디자인과・영상
디자인과・
비주얼디자인과・디자인시스템과）・
미술과・체육
에 관한 학과・예능문화과・연극과・음악과・종합조형과
종합학과（엠파워먼트 스쿨）
Ⅰ부･Ⅱ부（크리에이티브 스쿨） 보통과

면접（＊）

3 월 2 일（목）～6 일（월）（단 ３월 4 일（토）･5 일（일）은 제외）
（통신제 과정은 ３월 3 일（금）～6 일（월）（단 ３월 4 일（토）은 제외））
◆학력검사 등 ：2017 년도 ３월 9 일（목）
◆합격자 발표：2017 년도 ３월 17 일（금）
과정・학과 등

일반선발
（90 점만점）

전일제

60～120 점 6.0～9.0 준 1 급

100％

45 점

90 점

정시제

모든 학과（주야간 단위제를 제외）

50～ 59 점 5.5

（대응없음）

90％

41 점

81 점

다부제
단위제

Ⅲ부（크리에이티브스쿨）

40～ 49 점 5.0

2급

80％

36 점

72 점

통신제

보통과

◆중학교１년생의 규칙（2018 년도 선발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중학교２년생의 규칙（2017 년도 선발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중학교１, ２년생의 오사카부 전체 평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각 중학교
등에서는 평정을 정할 때 １월에 보는 챌린지 테스트 결과가, 오사카부
교육위원회가 작성하는 「평정 범위 」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현재 중학교 2 학년인 A 씨의 국어 조사서 평정이, 그때까지의 학습 상황을
바탕으로 「３」으로 판단될 시 각 중학교 등에서는 아래표의
「평정범위」를 바탕으로, A 씨의 챌린지 테스트 결과가 「70～22 점」에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실기검사

일반선발（3 월）
（3 月） ：2017 년
◆출원기간

특별선발
(45 점만점)

・조사서 평정에 대해 각 학년에 따라 각 부내 통일규칙이 있습니다.

５교과（국어
・사회・
수학 ・ 이과 ・
영어*）

보통과・비지니스과

학력검사「영어」에 보장되는 점수

영검

학력검사 이외

*듣기시험 포함.

학력검사「영어」에
있어서의 점수
환산율

TOEFL iBT IELTS

학력검사

모든 학과（특별선발을 하는 학과를 제외）

학력검사
５교과（국어・사회・
수학・이과・영어*）

학력검사 이외
―

*듣기시험 포함

３교과（국어・수학・
영어*）

보통과

면접（＊）

―

그 밖의 입학자선발（2 월

―

*듣기시험 포함

※일부 예외 있음）

◆특별선발 일정에 준해 실시합니다.
선발 명

검사 항목

귀국생 선발

학력검사（수학･영어）・면접（＊＊）

중국 등 귀국 외국인 학생 선발

학력검사（수학･영어）・작문（외국어 가능）

중고 일관 선발

소논문・면접（＊）

자립지원선발

면접（＊＊）（보호자동반）

공생 추진 교실 선발

면접（＊＊）（보호자동반）

2015 년도
제 2 학년 국어

평정５

평정４

평정３

평정２

평정１

지적 장해 고등 지원직업학과 선발

면접（＊＊）（보호자동반）・적성겁사

평정 범위

100～46 점

82～35 점

70～22 점

55～8 점

45～0 점

가을 선발（2017 년 9 월 중순에 실시）

기초학력 진단검사（３교과）・면접（＊＊）

◆중학교３년생의 규칙（2017 년도 선발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３년생 전원의 챌린지 테스트 평균점을 바탕으로 각 중학교 등의 「평정평균＊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각 중학교 등의３년생 전원의 전 교과 평정평균이 「평정평균의 범위」에 들어 가도록 각
학생의 개인 평정을 결정합니다. （평정평균＊：３년생 전원의９교과 평정의 평균치）

■고등지원학교
・지적 장애 고등 지원학교를 부내 전역에서 수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마가와 고등지원학교, 도리카이 고등지원학교, 스나가와 고등지원학교, 무라노 고등지원학교,
나니와 고등지원학교 모두 부내 전역에서 수험할 수 있게 됩니다.

2 차 선발 등 （3 월하순）
합격자수가
）
◆출원 및 면접일：2017 년 3 월 22 일（수）

모집 인원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실시합니다.

◆합격자발표：2017 년 3 월 24 일（금）

선발 명

검사 항목
（＊）

고등학교 2 차 입학자 선발

면접

자립지원・
공생추진교실 보충선발

면접（＊＊）（보호자동반）

지적 장애 고등 지원직업학과 보충선발

면접（＊＊）（보호자동반）・적성검사

면접（＊） ：자기신고서와 조사서 안의 활동／행동 기록을 면접 참고자료로 하는 것
면접（＊＊）：자기신고서를 면접 참고자료로 하는 것

FAQ（자주 있는 질문과 답변）
오사카부 교육위원회가 작성한 영어 단어집은 어느 고교 입시에 필요합니까？

A. 오사카부 공립고교의 「영어」학력검사에서는 기초적 문제・표준적 문제・발전적
문제 모두 이 영어 단어집에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
단어집을 영어 학습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2016 년 3 월말까지 시정촌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각 중학교 등으로 보내집니다. 또한 오사카부
교육위원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다.）

「외부검정 점수 등」에 따른 점수보장은 문제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요?

A. 어떤 영어 학력검사 문제라도 보장되는 점수는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검 2 급
취득자이면 「기초적 문제」 「표준적 문제」 「발전적 문제」 중 어느 문제를
수험해도 특별선발이면 36 점, 일반선발이면 72 점이 보장됩니다.

챌린지 테스트는 무엇 때문에 하나요？
영어「외부검정 점수 등」은 언제 무엇을 어디로 제출하면 되는지？

A. 출원을 준비할 때 외부검정의 점수 등을 증명하는 공식증명서 원본을 중학교
등에 제출합니다. 중학교 등이 그 복사를 작성하고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므로, 그 서류를 출원 시에 지원서와 함께 지원하는 고등학교에 제출해
주세요.

영어「외부검정 점수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취득한 것？

A. 「챌린지 테스트」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사카부내 통일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중학생 여러분이 자신의 학습상황을 바르게 알고 목표를 갖고 학습에
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조사서의 평정 결정에 있어서
공정성 유지를 위해 이 챌린지 테스트 결과를 사용합니다.
＊챌린지 테스트 실시시기・교과
학년

실시시기

대상교과

１학년

１월

３교과：국어・수학・영어

２학년

１월

５교과：국어・사회・수학・이과・영어

３학년

６월

５교과：국어・사회・수학・이과・영어

A. 취득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수녀 전에 취득한 것이나 출원 직전에
취득한 것이나 본인이 취득한 것이면 유효합니다.
챌린지 테스트 점수만으로 조사서 평정이 정해지나요？
「외부검정 점수 등」을 신청하면 영어는 학력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나요？

A. 외부검정 점수 등」을 신청한 경우라도 학력검사 「영어」수험은 필요합니다.
수험하지 않았을 경우는 학력검사 미수험으로 불합격이 됩니다.
학력검사를 수험하고 나서 「학력검사 점수」와 「외부검정 점수 등에 따라 최저
보장되는 점수」와 비교해 높은 점수 쪽을 학력검사 「영어」 점수로 합니다.

A.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조사서 평정은 수업, 숙제, 테스트 등 중학교 등에
있어서의 여러분의 노력을 바탕으로 중학교 등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챌린지 테스트의 점수는 입시에 사용하는 평정이 부내의 어느 중학교 등에서도
공정하도록 부내통일 규칙（「평정 범위 」나「평정평균 범위」）안에서
사용하는 것 입니다.
＊챌린지 테스트를 쓴 부내 통일규칙과 조사서 평정의 관계
학년

・출원서류나 학력검사의 시간표 등은
咲くなび

10 월에 공표＆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검색

Click !

1・２학년
３학년

부내 통일규칙

규칙 사용법

평정 범위

학생 개인의 챌린지 테스트 점수가 「평정」에
맞춘「평정 범위」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

평정 평균범위

각 중학교 등 전체의 「평정평균」이 각
중학교 등 전체의「평정 평균범위」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

오사카부 공립고등학교・지원학교 검색은「咲くなび」 http://www.schoolnavi.osaka-c.ed.jp/

오사카

교육위원회사무국교육진흥실 〒540-857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２초메
전화：고등학교과 06（6944）6887, 지원교육과 06（6944）6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