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립고등학교 소개> 

2014년도 입학자 선발부터 통학구역은 오사카부내 전역입니다. 

2013년까지의 구（舊)학구별로 고등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철도 등의 교통기관 



－2023 년도 입학생 선발을 실시하는 학교 구（舊)제 1 학구－ 
번호 학교명 로마자 표기 학과 등 

1 豊中高校能勢分校 TOYONAKA NOSE-BUNKO 종합학과 

2 渋谷高校 SHIBUTANI 보통과 

3 池田高校 IKEDA 보통과    

4 箕面高校 MINOO 보통과, 글로벌과 

5 豊島高校 TESHIMA 보통과 

6 千里青雲高校 SENRI SEIUN 종합학과  

7 豊中高校 TOYONAKA 문리학과   

8 刀根山高校 TONEYAMA 보통과 

9 園芸高校 ENGEI 
플라워 팩토리과, 환경녹화과,  

바이오 사이언스과 

10 桜塚高校 SAKURAZUKA 보통과 

11 東淀川高校 HIGASHIYODOGAWA 보통과 

12 北野高校 KITANO 문리학과 

13 東淀工業高校 HIGASHIYODO-KOGYO 공업관련 학과 

14 淀商業高校 YODO-SHOGYO 상업과, 복지볼런티어과 

15 桜和高校 OWA 교육문리학과 

16 柴島高校 KUNIJIMA 종합학과 

17 淀川清流高校 YODOGAWA SEIRYU 종합학과 (엠파워먼트 스쿨) 

18 摂津高校 SETTSU 보통과, 체육과 

19 北摂つばさ高校 HOKUSETSU TSUBASA 보통과 

20 大冠高校 OHKANMURI 보통과 

21 槻の木高校 TSUKINOKI 보통과（단위제） 

22 茨木高校 IBARAKI 문리학과 

23 春日丘高校 KASUGAOKA 보통과 

24 茨木西高校 IBARAKINISHI 보통과 

25 吹田東高校 SUITAHIGASHI 보통과 

26 山田高校 YAMADA 보통과 

27 吹田高校 SUITA 보통과 

28 千里高校 SENRI 국제문화과, 종합과학과 

29 北千里高校 KITASENRI 보통과 

30 箕面東高校 MINOOHIGASHI 종합학과(엠파워먼트 스쿨) 

31 福井高校 FUKUI 종합학과  

32 茨木工科高校 IBARAKI-KOKA 공업관련 학과 

33 三島高校 MISHIMA 보통과 

34 阿武野高校 ABUNO 보통과 

35 芥川高校 AKUTAGAWA 보통과 

36 高槻北高校 TAKATSUKIKITA 보통과 

※1 번호 10 의 사쿠라즈카 고등학교에는 정시제(보통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 23 의 카스가오카 고등학교에는 정시제(보통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 32 의 이바라키 공과고등학교에는 정시제(종합학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2 표의 파란색 부분의 학교는, 국제문화과·글로벌과·종합과학과에서는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자 선발을 실시합니다. 

※3 표의 보라색 부분의 학교에서는,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귀국자 학생 및 외국인 학생 입학자 선발을 

    실시합니다.  

 

 

－2023 년도 입학생 선발을 실시하는 학교 구（舊) 제 2 학구－ 
번호 학교명 로마자 표기 학과 등 

1 枚方なぎさ高校 HIRAKATA NAGISA 종합학과 

2 牧野高校 MAKINO 보통과 

3 西寝屋川高校 NISHINEYAGAWA 보통과 

4 守口東高校 MORIGUCHIHIGASHI 보통과 

5 芦間高校 ASHIMA 종합학과 

6 淀川工科高校 YODOGAWA-KOKA 공업관련 학과 

7 旭高校 ASAHI 보통과, 국제문화과 

8 桜宮高校 SAKURANOMIYA 보통과, 인간스포츠과학과 

9 都島工業高校 MIYAKOJIMA-KOGYO 공업관련 학과 

10 東高校 HIGASHI 보통과, 영어과, 이수과 

11 大手前高校 OTEMAE 문리학과 

12 中央高校 CHUO 
보통과, 비즈니스과 

(주야간 단위제) 

13 市岡高校 ICHIOKA 보통과（단위제） 

14 大正白稜高校 TAISHO HAKURYO 종합학과 

15 泉尾工業高校 IZUO-KOGYO 공업관련 학과 

16 港高校 MINATO 보통과 

17 西野田工科高校 NISHINODA-KOKA 공업관련 학과 

18 成城高校 SEIJO 종합학과(엠파워먼트 스쿨) 

19 汎愛高校 HAN-AI 보통과, 체육과 

20 鶴見商業高校 TSURUMI-SHOGYO 상업과 

21 門真西高校 KADOMANISHI 보통과 

22 門真なみはや高校 KADOMA NAMIHAYA 종합학과 

23 緑風冠高校 RYOKUFUKAN 보통과 

24 野崎高校 NOZAKI 보통과 

25 四條畷高校 SHIJONAWATE 문리학과 

26 寝屋川高校 NEYAGAWA 보통과 

27 いちりつ高校 ICHIRITSU 보통과, 영어과, 이수과 

28 香里丘高校 KORIGAOKA 보통과 

29 枚方高校 HIRAKATA 보통과, 국제문화과 

30 長尾高校 NAGAO 보통과 

31 交野高校 KATANO 보통과 

32 北かわち皐が丘高校 KITAKAWACHI SATSUKIGAOKA 보통과 

33 枚方津田高校 HIRAKATA TSUDA 보통과 

34 咲くやこの花高校 SAKUYAKONOHANA 연극과, 음식문화과, 종합학과 

※1 번호 9 의 마야코지마 공업 고등학교에는 정시제(종합학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 11 의 오테마에 고등학교에는 정시제(보통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 17 의 니시노다 공과고등학교에는 정시제(종합학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 18 의 세이조 고등학교에는 정시제(종합학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 26 의 네야가와 고등학교에는 정시제(보통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2 번호 12 의 추오 고등학교는 주야간 단위제(보통과, 비즈니스과)의 학교입니다.  

※3 표의 파란색 부분의 학교는, 영어과·국제문화과에서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자 

   선발을 실시합니다. 

※4 표의 보라색 부분의 학교에서는,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귀국학생 및 외국인 학생 입학자 선발을 

   실시합니다. 

 

 

－2023년도 입학생 선발을 실시하는 학교 구（舊) 제 3학구－ 

번호 학교명 로마자 표기 학과 등 

1 清水谷高校 SHIMIZUDANI 보통과 

2 高津高校 KOZU 문리학과 

3 夕陽丘高校 YUHIGAOKA 보통과, 음악과 

4 
大阪ビジネスフロンティア高

等学校 
OSAKA BUSINESS FRONTIER 글로벌 비즈니스과 

5 桃谷高校 MOMODANI 보통과 (정시제) (통신제) 

6 大阪わかば高校 OSAKA WAKABA 
보통과（다부제 단위제Ⅰ·Ⅱ부, 

크리에이티브 스쿨) 

7 生野工業高校 IKUNO-KOGYO 공업관련 학과 

8 天王寺高校 TENNOJI 문리학과 

9 工芸高校 KOGEI 공업관련 학과, 미술과 

10 阿倍野高校 ABENO 보통과 

11 住吉高校 SUMIYOSHI 국제문화과, 종합과학과 

12 今宮高校 IMAMIYA 종합학과 

13 今宮工科高校 IMAMIYA-KOKA 공업관련 학과 

14 西成高校 NISHINARI 종합학과（엠파워먼트 스쿨） 

15 港南造形高校 KONAN-ZOKEI 종합조형과 

16 住吉商業高校 SUMIYOSHI-SHOGYO 상업과 

17 
大阪府教育センター附属高

校 

OSAKAFU KYOIKU 

CENTER FUZOKU 
보통과(단위제） 

18 阪南高校 HANNAN 보통과 

19 農芸高校 NOGEI 
하이테크 농예과, 식품가공과, 

자원동물과 

20 水都国際高校 SUITO-KOKUSAI 글로벌 탐구과 

21 狭山高校 SAYAMA 보통과 

22 長野高校 NAGANO 보통과, 국제문화과 

23 美原高校 MIHARA 보통과 

24 金剛高校 KONGO 보통과 

25 大塚高校 OTSUKA 보통과, 체육과 

26 生野高校 IKUNO 문리학과 

27 東住吉高校 HIGASHISUMIYOSHI 보통과, 예능문화과 

28 東住吉総合高校 HIGASHISUMIYOSHI-SOGO 종합학과(크리에이티브 스쿨) 

29 松原高校 MATSUBARA 종합학과 

30 長吉高校 NAGAYOSHI 종합학과(엠파워먼트 스쿨） 

31 平野高校 HIRANO 보통과 



32 藤井寺高校 FUJIIDERA 보통과 

33 藤井寺工科高校 FUJIIDERA-KOKA 공업관련 학과 

34 河南高校 KANAN 보통과 

35 富田林高校 TONDABAYASHI 보통과 

36 懐風館高校 KAIFUKAN 보통과 

37 八尾翠翔高校 YAO SUISHO 보통과 

38 花園高校 HANAZONO 보통과, 국제문화과 

39 みどり清朋高校 MIDORI SEIHO 보통과 

40 山本高校 YAMAMOTO 보통과 

41 八尾高校 YAO 보통과 

42 八尾北高校 YAOKITA 종합학과 

43 布施工科高校 FUSE-KOKA 공업관련 학과 

44 布施高校 FUSE 보통과 

45 布施北高校 FUSEKITA 종합학과(엠파워먼트 스쿨） 

46 かわち野高校 KAWACHINO 보통과 

47 城東工科高校 JOTO-KOKA 공업관련 학과 

48 枚岡樟風高校 HIRAOKA SHOFU 종합학과 

49 東大阪市立日新高校 NISSHIN 보통과, 상업과, 영어과 

※1 번호 9 의 고오게이 고등학교에는 정시제(종합학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 13 의 이마미야 공과고등학교에는 정시제(종합학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 33 의 후지이데라 공과고등학교에는 정시제(종합학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 44 의 후세 고등학교에는 정시제(보통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2 번호 5 의 모모다니 고등학교에서는 정시제(보통과)와 통신제(보통과)의 선발을 실시합니다. 

    번호 6 의 오사카 와카바 고등학교에는 보통과（다부제 단위제Ⅰ부・Ⅱ부）의 크리에이티브 스쿨 

    입니다. 

※3 표의 파란색 부분의 학교는, 영어과·국제문화과·글로벌 탐구과 

    종합과학과에서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자 선발을 실시합니다. 

※4 표의 보라색 부분의 학교에서는,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귀국 학생 및 외국인 학생 입학자 선발을 

    실시합니다. 

 

 

－2023년도 입학생 선발을 실시하는 학교 구（舊) 제 4학구－ 

번호 학교명 로마자 표기 학과 등 

1 高石高校 TAKAISHI 보통과 

2 信太高校 SHINODA 보통과 

3 和泉総合高校 IZUMI-SOGO 종합학과(엠파워먼트 스쿨) 

4 泉大津高校 IZUMIOTSU 보통과 

5 伯太高校 HAKATA 종합학과 

6 久米田高校 KUMEDA 보통과 

7 岸和田市立産業高校 SANGYO 상업과, 정보과, 디자인시스템과 

8 和泉高校 IZUMI 보통과, 글로벌과 

9 岸和田高校 KISHIWADA 문리학과 

10 貝塚高校 KAIZUKA 종합학과 

11 佐野高校 SANO 보통과, 국제문화과 

12 佐野工科高校 SANO-KOKA 공업관련 학과 

13 りんくう翔南高校 RINKU SHONAN 보통과 



14 岬高校 MISAKI 종합학과(엠파워먼트 스쿨) 

15 日根野高校 HINENO 보통과 

16 貝塚南高校 KAIZUKAMINAMI 보통과 

17 成美高校 SEIBI 종합학과 

18 泉北高校 SENBOKU 국제문화과, 종합과학과 

19 堺東高校 SAKAIHIGASHI 종합학과 

20 東百舌鳥高校 HIGASHIMOZU 보통과 

21 堺西高校 SAKAINISHI 보통과 

22 福泉高校 FUKUIZUMI 보통과 

23 鳳高校 OHTORI 보통과（단위제） 

24 堺上高校 SAKAIKAMI 보통과 

25 堺工科高校 SAKAI-KOKA 공업관련 학과 

26 三国丘高校 MIKUNIGAOKA 문리학과 

27 泉陽高校 SEN-YO 보통과 

28 堺市立堺高校 SAKAI 
매니지먼트창조과, 기계재료창조과 

건축 인테리어창조과, 사이언스창조과, 

29 金岡高校 KANAOKA 보통과 

30 登美丘高校 TOMIOKA 보통과 

※1 번호 3 의 이즈미 종합고등학교에는 정시제(종합학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 12 의 사노 공과고등학교에는 정시제(종합학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 25 의 사카이 공과고등학교에는 정시제(종합학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 26 의 미쿠니가오카 고등학교에는 정시제(보통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2 번호 7 의 키시와다시립 산업고등학교에는 정시제(상업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호 28 의 사카이시립사카이 고등학교에는 정시제(매니지먼트창조과, 공업관련 학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3 표의 파란색 부분의 학교는, 국제문화과·글로벌과·종합과학과에서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자 선발을 실시합니다. 

※4 표의 보라색 부분의 학교에서는 일본어 지도 가 필요한 귀국 학생 및 외국인 학생 입학자 선발을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