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부 공립 고등학교 2016 년도 입시 일정＞
・

중학생과 보호자 여러분께

(오사카부 교육 위원회 2015 년 2 월)

현재 중학교 2 학년생이 응시하는 입학자 선발(이하 ‘입시’라고 함)부터

오사카부 공립고등학교의 입시제도가 바뀝니다!
・입시는 원칙적으로 1 회입니다.

＞

특별선발（２월）
◆ 지원서 접수: 2016 년 2 월 15 일(월)·16 일(화) (음악과는 2 월 2 일(화)·3 일(수))
◆ 학력검사 등: 2016 년 2 월 22 일(월)·23 일(화)
◆ 합격자 발표: 2016 년 3 월 1 일(화)
과정·학과 등
학력검사
학력검사 외

전일제

공업에 관한 학과(건축디자인과·인테리어디자
인과·제품디자인과·영상디자인과·비주얼디자인
과·디자인시스템과)·미술과·체육에 관한 학과·
예능문화과·연극과·음악과·종합조형과

전일제

듀얼종합학과·종합학과(엠파워멘트 스쿨)

다부제
단위제

Ⅰ부·Ⅱ부(크리에이티브 스쿨) 보통과

주야간
단위제

보통과·비즈니스과

실기검사나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는 특별선발(2 월), 그 외의 학과는 일반선발(3 월)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복수학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 제 1 지망 <문리학과>, 제 2 지망 <보통과>
△△고등학교: 제 1 지망 <국제교양과>, 제 2 지망 <보통과> 등
※ 복수 지원할 수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

・학력검사는 5 교과 가 기본입니다.
※ 국어·사회·수학·이과·영어(듣기시험 포함)
・정시제 과정은 3 교과(국어·수학·영어), 통신제 과정은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기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5 교과(국어·사회·수학·이과·영어*)

* 듣기시험 포함.
면접

※ 지적장해 고등지원학교 직업학과(본교) 및 지적장해 고등지원학교 직업학과(공생추진교실)의 입시는
특별선발 일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일반선발 (3 월）

・수험생은 교육위원회가 제시한 주제에 관해 기재하고 지원할 때 제출합니다.
（중국 등 귀국 외국인 학생 선발은 제외）
・특별선발(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이나 보더존 내(합불보더라인의 상하 10%)의 판정자료가 됩니다.

・조사서의 평가대상학년이 늘어납니다. (3 학년만 → 1·2·3 학년)
대상 학년 (비율)
2016 년도 입시

3 학년만

2017 년도 입시

2, 3 학년 (2 학년:3 학년=1:3)

2018 년도 입시 이후

실기검사

1 학년부터 3 학년 (1 학년:2 학년:3 학년=1:1:3)

・조사서의 기재 내용이 바뀝니다.
・2016 년도 입시부터 목표에 준거한 평가(절대평가)*에 의한 평정이 기재됩니다.
* 집단의 상대적인 위치가 아니라 학습 지도 요령에 제시된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보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중학교 1 학년의 평정(2018 년도 입시부터)과 2 학년의 평정(2017 년도 입시부터)에 관해서는 오사카

◆ 지원서 접수: 2016 년 3 월 3 일(목)∼7 일(월) (※ 다만 3 월 5 일(토)·6 일(일)은 제외)
(통신제 과정은 3 월 4 일(금)∼7 일(월) (※ 다만 3 월 5 일(토)는 제외)
◆ 학력검사 등: 2016 년 3 월 10 일(목) ◆ 합격자 발표: 2016 년 3 월 18 일(금)
과정·학과 등
학력검사
학력검사 외
전일제

모든 학과(특별선발을 하는 학과는 제외)

5 교과(국어·사회·수학·
이과·영어*)

―

* 듣기시험을 포함함.

정시제

모든 학과(주야간 단위제는 제외）

다부제
단위제

Ⅲ부(크리에이티브 스쿨)

통신제

보통과

3 교과(국어·수학·영어*)

보통과

* 듣기시험을 포함함.

―

그 밖의 입학자 선발 (2 월

―
면접(*)

(*)

(면접 : 자기신고서를 면접의 참고자료로 함)

※ 일부 예외 있음)

◆ 특별선발 일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선발 시험명

검사 항목

귀국생 선발

학력검사(수학･영어）·면접(*)

중국 등 귀국 외국인학생 선발

학력검사(수학･영어）·작문(일본어 이외의 언어도 가능)

중학교·고등학교 일관선발

소논문·면접(*)

자립지원 선발

면접(*) (보호자 동반)

자립지원 보충선발(2 차 선발과 동시에 실시)

면접(*) (보호자 동반)

가을 선발(2016 년 9 월 중순에 실시）

기초학력 진단검사(3 교과)·면접(*)

※

부 전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첼린지 테스트 >를 토대로 하여 기재됩니다. 첼린지 테스트를 실시하
지 않는 중학교 3 학년의 평정에 관해서는 공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 <첼린지 테스트>는 중학교 1·2 학년을 대상으로 1 월에 실시되는 오사카부내의 통일된 테스트입니다.
(대상교과

중학교 1 학년: 국어·수학·영어, 중학교 2 학년: 국어·사회·수학·이과·영어)

・조사서에 <활동/행동 기록>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교과(9 교과)의 평정은 같은 비중으로 점수화됩니다.
・각 고등학교의 학력검사와 조사서의 평정 비율은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

(면접 : 자기신고서를 면접의 참고자료로 함)

2 차 선발(3 월 하순)

◆ 지원서 접수 및 면접 일정: 2016 년 3 월 23 일(수) ◆ 합격자 발표: 2016 년 3 월 25 일(금)
※ 지원서류와 학력검사의 시간표 등은 10 월에 공표하고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http://www.pref.osaka.jp/kotogakko/tyugakusei/index.html)

학과 등
합격자 수가 모집 인원에 미달되는 학과 등

검사 항목
면접

(＊)
(*)

(면접 : 자기신고서를 면접의 참고자료로 함)

＜大阪府公立高等学校の平成 28 年度入試日程 ＞

FAQ(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각 학교의 어드미션 폴리시나 학력검사 문제의 종류는 언제 알 수 있어요?

A. 매년, 여름철에 공표 예정입니다. 2016 년도에는 7 월경에 오사카부 홈페이지에 공

특별선발과 일반선발 중 하나 밖에 응시할 수 없어요?

표 예정입니다.

A. 특별선발에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선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선발, 일반선발에서 합격자 수가 모집 인원에 미달된 고등학교에서는
2 차 선발을 실시합니다.

조사서의 「활동/행동 기록」에는 무엇이 기재돼요?
A. 교과, 종합적인 학습시간, 특별활동, 동아리활동, 학교행사, 그 밖의 학교 내에서
의 일상생활 등 중학교에서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 당신이 어떤 활동이나 행
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기재됩니다.

종합점은 어떻게 계산해요?
A. ◆ 선발 방식에 따라 종합점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선발(통신제 과정은 제외), 특별선발(면접을 할 경우)
(1) 학력검사의 각 교과의 성적을 합계합니다.
(2) 조사서에 있는 각 교과의 평정에 교육위원회가 정하는 배율을 각각 곱하여
합계합니다.
(3) (1)과 (2)로 산출한 점수에 각 고등학교가 선택한 학력검사와 조사서의 평정
배율을 각각 곱하여 합계합니다.
＊ 특별선발(실기 검사를 할 경우)
(1) 상기의 일반선발 등과 같이 계산한 점수에 실기검사 성적을 더한 점수입니
다.

자기신고서·조사서의 <활동/행동 기록>은 어디에 사용돼요?

A. 일반선발의 보더존 내(합불보더라인의 상하 10%)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나, 특별
선발(면접을 할 경우)에서 모집 인원의 상한 50%까지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의
판정 자료가 됩니다. 일반선발(통신제 과정), 2 차 선발 및 그 밖의 입학자 선발
에서는 면접의 참고자료가 됩니다.
자기신고서나 조사서의 <활동/행동 기록>에 적혀 있는 내용이 그 고등학교의 <어
드미션 폴리시(원하는 학생상)>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A. 일반선발, 특별선발의 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선발(통신제 과정 제외), 특별선발(실기검사를 할 경우)
STEP①

자기신고서에는 어떤 것을 적어요?

A. 예를 들면 <중학교 3 년간 무엇을 배웠는지, 또한 그것을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살리고 싶은지>, <3 년 후의 자신을 상상해 보기>등 미리 교육위원회가 제시한
주제에 관해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장래의 희망 등을 문
장으로 적습니다.

STEP②③

STEP① 모집 인원의 90% 종합점이 높은 사람부터 합격으로 함.
STEP② 모집 인원의 10% 이내 보더존(합불보더라인의 상하 10%)
내에서, 자기신고서, 조사서의 <활동/행동 기록>이 그 고등
학교의 어드미션 폴리시(원하는 학생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합격으로 함.
STEP③ 모집 인원의 나머지 종합점이 높은 사람부터 합격으로 함.
합불보더라인
보더존(합불보더라인 상하 10％）

＊특별선발(면접을 할 경우)
STEP① 모집 인원의 상한 50% 학력검사 성적이 일정 이상이었던
STEP①

학력검사는 모든 학교가 같은 문제입니까?

A. 국어·수학·영어는 난이도별로 특별선발에서는 2 종류, 일반선발에서는 3 종류의
문제를 작성합니다. 각 고등학교가 사용하는 문제의 종류는 미리 공표합니다.

STEP②

수험생 중, 그 고등학교의 어드미션 폴리시에 부합하는 사
람을 합격으로 함. 평가는 면접:자기신고서:조사서의 <활
동/행동 기록>= 2:1:1 로 함.
STEP② 모집 인원의 나머지 종합점이 높은 사람부터 합격으로 함.

합불보더라인
홈페이지에는 과거의 입시 문제나 고등학교의 정보 등 당신이 알고 싶은 정보가 많이 있어요!

중학생 여러분!
공립고교로 오세요!

오사카부 공립고등학교·지원학교 검색내비

咲くなび
「咲くなび」

검색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사무국 교육진흥실 고등학교과

(우)540-8571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2 초메

전화 06（6944）6887

이 전단지는 000 부 작성되었고, 1 부당 단가는 0 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