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후리쓰 고등학교

고등학교 생활지원 카드Ⅱ
（학생용）
오사카후리쓰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한지 1 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가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졸업 후의 장래를
생각하며 어떤 배움과 체험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체험했던 일을 뒤돌아 보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자기 이해) 기회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 불안을 느끼는 일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의 진로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학교가 함께 생각하면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성한 카드는 지도 ∙ 지원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상담, 학생지도, 진로지도, 지원위원회 등에서 활용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교육지원계획, 이행지원계획의 작성에도 참고합니다.

학생 이름
기 재 일

년

월

※ 반으로 접은 채로 회수합니다.
※ 안쪽에도 이름을 쓰세요.

일

학년
Ⅰ

반

번

학생 이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해당하는 □에 ✔를 하세요.

1. 자신의 장점에 대해 아래 항목에서 고르세요.（복수 체크 가능）
□소박함 □긍정적 □싹싹함

□임기웅변 □밝음

□협조적 □침착함 □개성적임 □향상심

□잘 보살핌

□차분함

□신중함 □친구가 많음 □기타

2. 단점에 대해 아래 항목에서 고르세요.（복수 체크 가능）
□행동이 느림 □걱정이 많음 □경솔함
□혼자 고민함 □고집이 셈
□우유부단

□너무 신중함

□차분함이 없음 □소란함

□제멋대로 함 □성질이 급함 □예민함

□이기적임

□기타

항목 1,2 에서「기타」를 선택한 경우 기입하세요.
장점：

단점：

3. 고등학교 생활에서 불안을 느꼈던 것에 대해서（복수 회답 가능）
□성적
□진급 □졸업 □진로 □친구관계 □의사소통 □집단 괴롭힘(왕따)
□등교 거부 □지각 □결석 □준비물을 잘 잊음
□언어

□제출물

□생활지도면

□성에 관한 일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 □기타（

）

4. 지금까지 불안이나 실패했다고 느꼈던 일을 한 가지 선택해 주세요.
□인간 관계 □학교 행사나 동아리 활동 □수업 □학교 밖에서의 행사나 스포츠 등
□아르바이트 □인턴쉽 □봉사활동 □기타
「기타」를 선택한 경우 기입하세요.

5. 불안하거나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친구나 선생님, 보호자 등에게 상담했다 □스스로 해결했다 □특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기타
「기타」를 선택한 경우 기입하세요.

6. 불안을 느꼈거나 실패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다 □지난간 일로 정리가 되어 있다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재도전 해보고 싶다

「기타」를 선택한 경우 기입하세요.

□기타

Ⅱ

졸업 후의 사회진출을 목표로

1.

장래에 종사하고 싶은
하세요.(복수 가능)

직업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직업이

포함된

번호에

체크를

□１，기계 기술자, 자동차 정비사, 건축사, 트럭운전사, 전철운전사, 선반공, 가구조립공 등
（＊기계 사용, 물건 취급, 동물 다루기, 물건 만들기, 운전, 몸을 움직이는 직업）

□２，시스템 엔지니어, 약사, 연구자, 대학교수 등
（＊연구하기, 조사하기, 정보를 수집하는 직업）

□３，화가, 음악가, 작가, 탤런트, 만화가, 패션모델 등
（＊창작하기,

표현하기,

디자인하기, 감성을 살리는 직업）

□４，간호사, 개호복지사, 경찰관, 판매원, 교사, 카운셀러 등
（＊사람과 접하는 일, 가르치는 일, 사람을 돕는 일, 사람을 보살피는 일）

□５，회사 경영자, 기업 등의 관리직, 가게 등의 점장, 정치가 등
（＊기획하는 일, 관리하는 일, 리더쉽을 발휘하는 일, 지도하는 일, 운영하는 직업）

□６，일반 사무원, 회계 사무원, 행정서사, 세무사, 관제관 등
（＊정확하게 처리하는 일, 계산하는 일, 물건을 정리하는 일, 반복적 작업을 하는 일, 정해진
작업을 하는 직업）

□７，미정
2. 자신이 꿈꾸는 미래상에 대해서 쓰세요.（○○처럼 되고 싶다 등）

Ⅲ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고등학교생활을 보내기 위해＊해당하는 □에 ✔를 하세요.

1. 고등학교 생활에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일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네

□특별히 없음 ＊지장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쓰세요.

2.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나 평가받기 바라는 것에 대해 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