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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와 전통 

 

1897 오사카 제 6 진죠우중학교로 창립 

1901 오사카부립 기시와다 중학교로 개칭 

1948 오사카부립 기시와다 고등학교로 개편 

1997 창립 100 주년 기념식 거행 

2010 진학지도 특색학교 (GLHS)로 지정됨. 

2011 문리학과 개설, 슈퍼 사이언스 하이스쿨 (SSH)에 지정됨. 

 

2. "날마다 진화!"의 대책 ・・・진학뿐 만이 아닌, 진짜 교육을 목표로! 

 

○ 토요일 오전 활용・・・"전교 학습 시간"(동아리 활동은 오후부터) 

① "특진 세미나" 

・강의, 보충수업 

・"치기리 세미나"→ 학생들의 자율 학습에 본교를 졸업한 대학생이 지원 

② 모의 시험 (연간 수 차례) 

 

○ 학습 지원 

 ① "도쿄대・교토・의대 응시자 지원"= PT → 응시 희망자를 개별 지원 

 ② "여름・겨울 집중 강좌": 학원 강사가 집중 강좌 

 ③ 장기 휴업 중 각 교과의 진로별 강의 

 ④ 학력 지원 → 고사 성적 부진자에 대해서 지원 강의 

 ⑤ 토・일・공휴일, 연말 연시도 유카리 홀 개방. (사진 오른쪽 아래) 

 

 

 

교육 목표 

 

일본의 장래를 짊어 질 '리더'를 육성한다. 

 "배움의 시공간"의 확산과 심화 

 "시원하고 굵직한" 인재의 육성 

 "진짜 교육"에 기시와다시 유형 문화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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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뜻 

 ① 교토대 오픈 캠퍼스 투어 

 ② 도쿄 방면 대학 캠퍼스 투어 

 ③ 호주：어학 연수 

 ④ 기시고등학교 인턴쉽 어학 연수 → 소수 정예 원어민에 의한 영어 실습 연수 및 

     홈스테이 (올해부터 시작 : 30 명 참가) 

 

3. 활약하는 클럽 활동 

 

☆ 동아리 활동은 전체 42 부 

① 문화계 클럽: 합창 서예 미술 문예 지리와 역사 ESS 연극 사진 천체 물리 화학       

(23 부) 생물 다도 꽃꽂이 블라스 밴드 기타 경음악 방송 인권연구소 

 애니메이션 바둑 장기 수학탐구 철도연구 

② 운동계 클럽: 야구 탁구 육상 수영 배드민턴 배구 (남녀) 농구 (남녀)    

    (19 부)     핸드볼(남녀) 축구 음악체조 유도 검도 산악 배드민턴  

소림사 권법 

 

4. 국제 교류 

 

【최근의 국제 교류 활동대책 】 

2009 년～매년 

10 월 

   대만 수학 여행. 현지 고등학교와 1 일 학교 교류. (오른쪽 위) 

2012 년 

1 월 한국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영재 교육 팀 (60 명)이 방문. 

     본교의 수업 견학, 본교 교원의 특별 과학 수업을 수강. (오른쪽 아래) 

     동아리 활동 견학 

 

5 월 한국 수원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학생 22 명이 방문. 

 

8 월 한국 영천 고등학교에서 학생 28 명이 방문. 

 

 

동아리 활동 가입률・・・3학년 평균 96％！（H27.5.현재） 

1、2학년은、 100％！・・・1명이 2～3곳 가입한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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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류를 경험해, 학생들은, “일본을 말할 수 없으면 안 된다.““해외의 

역사・전통・문화를 더 배우자.““영어 실력을 키워 외국의 친구와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자.“ 등 모치베이션이 높아집니다. 본교에서는 앞으로도 국제 교류에 

힘을 쓸 것입니다. 

 

 

 

2011 년도부터  

 

 

５. 문리학과・보통과 

 

 

문리학과 

 

・1 학년은 공통 이수 과목에서 문과 이과     

폭넓게 학습 

・토요일의 특진 세미나로 학력 향상 

・2 학년부터 문과・이과로 나누어   

전문성을 심화 

・전교 학생들이 전공과목 "이수 수학 1" 

"종합영어"를 이수하고 영수를 기초부터 

응용까지 철저하게 학습 

・국제종합 (문과), 과제연구 (이과) 탐구  

(공통)에서 탐구심, 논리적 사고력을 

기름  

보통과 

 

・1 학년은 공통 이수 과목에서 폭넓게   

학습 

・토요일의 특진 세미나로 학력 향상 

・2 학년부터 이계・문리계・문계로  

나누어、진로 희망 실현을  위한 심화 

학습 

・각종 학교 설정 과목을 제공해서 다양한 

대학 입시에 대응 

・희망자 강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