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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３年度 千葉県公立高等学校入学者選抜の手続（韓国・朝鮮語版） 
（2021년 치바현 공립 고등학교 입학자선발 소속） (한국어・조선어반) 

 

一般入学者選抜 

일반입학자선발 
  

１ 出願資格（출원자격） 

지원자격(아래 a . b . c 중 어느 하나) 
a.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또는 
의무교육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2021년 3월에 
졸업예정인 자 
 

b. 중등교육학교의 전기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2021년 3월에 수료예정인 자. 
 

c.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외국에서 9년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 ) 

 

志願資格（次のいずれか） 
ア 中学校若しくはこれに準じる学校若しくは 
  義務教育学校を卒業した者又は令和３年 

３月卒業見込みの者 
 
イ 中等教育学校の前期課程を修了した者 

又は令和３年３月修了見込みの者 
 
ウ 中学校を卒業した者と同等以上の学力が 

あると認められる者 
  （外国において学校教育における９年の 

課程を修了した者） 

 

２ 出願書類（출원서류） 

① 입학원서 등 
② 조사서 
③ 선발결과통지용 봉투 
④ 지원이유서(지원하는 고등학교가 제출을 구할 
때만) 

⑤ 득점에 배율을 곱하는 교과의 신고서(학력 
   검사를 5교과로 실시하는 三부제 정시제과정을 
   지원하는 자. 단 배율을  一배로 정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⑥ 자기신고서(결석이 1년 동안에 30일 이상인 
    자,장애자,또는 특히 설명하려고 하는 사정 
    이 있는자가 필요에 따라서) 
⑦ 서약서(다른 도도부현 및 해외에서 지원하는 자 
등) 

 
   외국의 중학교재적(출신)자가 지원할 경우 
 
⑧ 외국에서의 재적(출신)중하교의 9학년을 수료한 
중명서 (영어 또는 중국어). 

⑨ 외국에서의 재적(출신)중학교의 9학년의 
성적증명서(영어 또는 중국어로 제출할  

    수가 없을 때는 치바현 종합교육센터 학력 
조사부에 문의한다) 

① 入学願書等 
② 調査書 
③ 選抜結果通知用封筒 
④ 志願理由書（志願する高等学校が提出を 

求める場合のみ） 
⑤ 得点に倍率をかける教科の申告書（５教科 
   の学力検査を実施する三部制の定時制の 
    課程を志願する者。ただし、倍率を１倍と 

定めた場合は提出を必要としない。） 
⑥ 自己申告書（欠席が１年間で３０日以上の 
   者、障害のある者や特に説明しようとする 

事柄のある者が必要に応じて） 
⑦  誓約書（他の都道府県及び海外から志願 

する者など） 
 
外国の中学校在籍（出身）者が志願する場合 
 
⑧ 外国における在籍（出身）中学校の第９ 

学年の修了証明書（英語又は中国語） 
⑨ 外国における在籍（出身）中学校の第９ 

学年の成績証明書（英語又は中国語で 
提出できない場合は、千葉県総合教育セン 
ター・学力調査部まで問い合わせ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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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出願期間（출원기간 ） 

출원 

기간 ： 2021년 2월 9일,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4시30
십분까지) 및 12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수속：학교교장의 승인을 받으며 출원할 때 고등학교에

서  수검표를 교부되어 지원자 또는 보호자가 직
접 출원수속을 한다.  

 
 
지원변경* 

     기간 ：2021년2월 17일(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십분까지) 및 18일(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
지) 

出願 
期間：令和３年２月９日、１０日（午前９時から 

午後４時３０分まで）及び１２日（午前９時 
から正午まで） 

手続：校長の承認を受け、出願の際、高校から 
受 検 票 が交 付 されることになるので、 
志願者または保護者が直接出願手続を

行う。 
志願変更 

期間：令和３年２月１７日（午前９時から午後４時 
３０分まで）及び１８日（午前９時から午後 
２時まで） 

*지원변경：지원할 고등하교를 일단 지원한 후 마음이 바꾸어나 사성이 생겨서 다른 고등학교를 다시 

  지원하는 것. （先の志願を取り消して、別の高等学校を新たに志願すること。） 
 

４ 出願できる学校 (출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 

현립 이즈미 고등학교, 현립 후나바시코와가마 고등학교, 

현립 나가레야마키타 고등학교, 현립 아마하 고등학교를 

제외하는 모든 공립 고등학교 

県立泉高等学校、県立船橋古和釜高等学校

県立流山北高等学校及び県立天羽高等学校

を除く全ての公立高等学校 

 

５ 本検査（본검사） 

◇검사일 ： 2021년 2월 24일・25일 

◇검사내용 
재1일째  3교과 ： 국어・수학・영어  

(국어 및 영어에서 듣기 검사를 실시한다..) 
※ 학력검사를 3교과로 실시하는 정시제과정에는  

학교설정검사 (면접, 집단토론, 자기표현, 작문, 

소논문, 적성검사, 학교독자적인문제, 그 외의 검

사중에서 1가지 이상)를 재1일째에 실시할 경우

가 있으며 자세한 것에서는 각 고등학교에 문의

한다 
 
 
 
 재2일째  2교과 ： 이과 ・ 사회 

※ 학력검사를 5교과로 실시하는 고등하교는 학교

설정검사 (면접, 집단토론, 자기표현, 작문, 소논

문, 적성검사, 학교독자적인문제, 그 외 검사중에

서     1가지 이상 ) 를 재2일째에 실시한다. 
 
 

 
◇실시 학교 ： 지원한 고등학교 
 
◇발표일：2021년 3월 5일 

◇検査日：令和３年２月２４日・２５日 
◇検査内容 
 [第１日] ３教科：国語・数学・英語（国語で 

聞 き取り検査、英語でリスニングテストを 
行う。） 

 ※３教科の学力検査を実施する定時制の 
 課程では、学校設定検査（面 接 、 集団 
 討論、自己表現、作文、小論文、適性検査、 
学校独自問題による検査、その他の検査 
から一つ以上）を第１日に行う場合があり 
ます。詳しくは、各高等学校にお問い合せ 
ください。 

 
[第２日] ２教科：理科・社会 

  ※５教科の学力検査を実施する高等学校 
   は、学校設定検査（面接、集団討論、自己 
   表現、作文、小論文、適性検査、学校独自 

問題による検査、その他の検査から一つ 
以上）を第２日に行う。 

 
◇実施校：志願した高等学校 
 
◇発表日：令和３年３月５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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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9시 (각 고등학교) 

      오전 11시 (치바현 교육위원회 특설 웹 사이

트)  (선발결과는 지원자본인에게 우송된다) 

        午前９時（各高等学校） 
        午前１１時（千葉県教育委員会 

特設ウェブサイト） 
（選抜結果は志願者本人宛て郵送される。） 

 

６ 追検査（추가검사） 

◇수검자격： 

 인플루엔자에 인한 발열 때문에 다른 교실에서의 

수험도 어려울 때나 어쩔수 없는 이유로 본검사를 못 

받았던 자 중에 소정의 수속을 하며 지원한 

고등학교교장이 승인한 자가 대상이 된다. 

본검사를 일부라도 수검한 자는 추가검사를 수검할 

수는 없다. 
 
 
 
◇검사일 : 2021년 3월 3일 

  

◇검사내용 ： 

 각 고등학교가 정한 바에 따라 5교과 또는 3교과로  

학력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에 따라서 

학교설정검사(면접, 집단토론, 자기표현, 작문, 소논문, 

적성검사, 학교독자적인 문제, 그 외의 검사중에서 

1가지 이상) 를 실시한다.  

 

 

※학력검사를 실시할 5교과 ： 국어, 수학, 영어, 이과, 

사회 (국어 및 영어에서 듣기 검사 있음) 

  

 

 

※학력검사를 실시할 3교과 ： 국어, 수학, 영어 (국어 

및 영어에서 듣기 검사 있음) 
 
 
 
◇실시 학교 ：  지원한 고등학교 
 
 

◇발표일 ：  2021년 3월 5일 

    오전 9시 ( 각 고등학교 ) 

    오전 11시 ( 치바현 교육위원회 특설 웹 사이트 ) 
(선발결과는 지원자본인에게 우송된다.) 

◇受検資格：インフルエンザ罹患による急な

発熱で別室での受験も困難である等、 

やむを得ない理由により本検査を全く 

受検できなかった者のうち、所定の手続に

より志願する高等学校の校長に承認を 

受けた者を対象とする。本検査を一部でも

受検した者は、追検査を受検することは 

できない。 
 

◇検査日：令和３年３月３日 
 

◇検査内容 : 各高等学校の定めるところに 

より、５教科または３教科の学力検査を 

行う。また、学校ごとの裁量で、学校設定

検査（面接、集団討論、自己表現、作文、

小論文、適性検査、学校独自問題による

検査、その他の検査から一つ以上）を 

行う。 
 

※５教科の学力検査を実施する場合： 

国語・数学・英語・理科・社会（国語で 

聞き取り検査、英語でリスニングテストを 

行う。） 
 

※３教科の学力検査を実施する場合： 

国語・数学・英語（国語で聞き取り検査、 

英語でリスニングテストを行う。） 
 

◇実施校：志願した高等学校 
 

◇発表日：令和３年３月５日 

       午前９時（各高等学校） 

       午前１１時（千葉県教育委員会 

         特設ウェブサイト） 

（ 選 抜 結 果 は 志 願 者 本 人 宛 て 郵 送 

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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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の特別入学者選抜 

외국인 특별입학자선발 

１ 出願資格 （출원자격） 

(1) 지원자격 (아래 a .b. c 중 어느 하나) 
 

a.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또는 의무교육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2021년 3월에 졸업예정인 자. 

 

b. 중등교육학교의 전기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2021년 

3월에 수료예정인 자. 

 
c.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외국에서 9년간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지원요건 
   보호자와 함께 치바현내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이 

  있는 외국적의 자등의 중 일본에 입국한 후 체재기간이 

3년 이내인 자. 

（１）志願資格（次のいずれか） 
 
ア 中学校若しくはこれに準じる学校若しく

は義務教育学校を卒業した者又は 
令和３年３月卒業見込みの者 

 
イ 中等教育学校の前期課程を修了した

者又は令和３年３月修了見込みの者 
 
ウ 中学校を卒業した者と同等以上の 

学力があると認められる者 
  （外国において学校教育における９年

の課程を修了した者） 
 
（２）志願要件 
   保護者等とともに千葉県内に居住して 

いるか居住予定のある外国籍の者等 
のうち、入国後の在日期間が３年以内 
の者 

 

２ 出願書類（출원서류） 
① 입학원서등 
② 외국인특별조치적용신청서 

③ 외국인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④ 조사서 

⑤ 선발결과통지용 봉투 
⑥ 자기신고서 

(결석이 1년동안에 30일이상인자,장애자, 
또는 특히 설면하려고하는사정이 있는자가 필요에 
따라서) 

⑦ 서약서(다른 도도부현 및 해외에서 지원하는 자 등) 

 
⑧ 외국에서의 재적(출신)중학교의 9 학년을 수료한 
증명서  (영어 또는 중국어) 

 
⑨ 외국에서의 재적(출신)중학교의 9학년의 성적증명서 

(영어 또는 중국어. 제출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치바현 

종합 교육센터 학력조사부에 문의한다.) 

① 入学願書等 
② 外国人特別措置適用申請書 
③ 外国人であることを証する書類 
④ 調査書 
⑤ 選抜結果通知用封筒 
⑥ 自己申告書（欠席が１年間で３０日 

 以上の者、障害のある者や特に説明 
 しようとする事柄のある者が必要に 

応じて） 

⑦ 誓約書（他の都道府県及び海外から 

志願する者など） 

⑧ 外国における在籍（出身）中学校の 

第９学年の修了証明書（英語又は 

中国語） 
⑨ 外国における在籍（出身）中学校の 

 第９学年の成績証明書（英語又は 
 中国語、提出できない場合は千葉 
 県総合教育センター・学力調査部 
まで問い合わせ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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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出願期間（출원기간 및 수속） 

출원 

2021년 2월 9일,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및 

12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학교교장의 승인을 받으며 출원할 때 고등학교에서  

 수검표를 교부된다. 지원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출원 

 수속을 한다. 

 

지원변경* 

기간：2021년 2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

지) 및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出願 

令和３年２月９日、１０日（午前９時から午後 
４時３０分まで）及び１２日（午前９時から正午

まで） 
校長の承認を受け、出願の際、高校から 
受検票が交付されることになるので、志願者

または保護者が直接出願手続を行う。 
 
 
志願変更 

期間：令和３年２月１７日（午前９時から午後 
４時３０分まで）及び１８日（午前９時から 
午後２時まで） 

*지원변경 ：지원할 고등하교를 일단 지원한 후 마음이 바꾸어나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고등학교를  
다시 지원하는 것. （先の志願を取り消して、別の高等学校を新たに志願すること。） 

 

４ 実施する学校 （실시하는 고등학교) 

현립 게이요공업고등학교 
기계과, 전자공업과, 설비시스템과, 건설과 

県立京葉工業高等学校 
機械科・電子工業科・設備システム科・建設科 

현립 마쿠하리 종합고등학교  종합학과 県立幕張総合高等学校 総合学科 

현립 가시와이 고등학교  보통과 県立柏井高等学校 普通科 

현립 야치요히가시 고등학교 보통과 県立八千代東高等学校 普通科 
현립 이치카와 스바르고등학교  보통과 県立市川昴高等学校 普通科 
현립 마쓰도 국제고등학교 국제교양과 県立松戸国際高等学校 国際教養科 
현립 나가레야마 오타카노모리고등학교  국제커뮤미케이션과 県立流山おおたかの森高等学校 

国際コミュニケーション科 
현립 나리타 국제고등학교  국제과 県立成田国際高等学校 国際科 
현립 도미사토 고등학교  보통과                   県立富里高等学校 普通科 
현립 이치하라 야와타고등학교  보통과 県立市原八幡高等学校 普通科 
마쓰도시립 마쓰도 고등학교 보통과 松戸市立松戸高等学校 普通科 
가시와시립 가시와 고등학교  보통과 柏市立柏高等学校 普通科 
현립 이치카와 공업고등학교  (정시제) 공업과 県立市川工業高等学校 （定時制） 

工業科  
현립 사크라히가시 고등학교(정시제)  보통과 県立佐倉東高等学校（定時制） 普通科 

현립 초시 상업고등학교(정시제)  상업과 県立銚子商業高等学校（定時制） 商業科 

현립 오이하마 고등학교 (정시제)    보통과 (야간부) 県立生浜高等学校（定時制） 普通科（夜間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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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本検査（본검사） 

◇검사일：2021년 2월 2 4일 
 
◇검사내용 ：면접 (일본어 및 필요에 따라 영어) 및 작문 

                (일본어 또는 영어를 지원자가 선택한다) 

 

◇ 실시 학교：지원한 고등학교    

 
◇ 발표일 ： 2021년 3월 5일 

          오전 9시 (각 고등학교) 

          오전 11시 (치바현 교육위원회 특설 웹 사이트) 

          (선발결과는 지원자본인에게 우송된다) 

◇検査日：令和３年２月２４日 
 
◇検査内容：面接（日本語及び必要に応じて

英語）及び作文（日本語又は英語を志願者

が選択する） 
 
◇実施校：志願した高等学校 
 
◇発表日：令和３年３月５日 
       午前９時（各高等学校） 
       午前１１時（千葉県教育委員会 

特設ウェブサイト） 
（選抜結果は志願者本人宛て郵送される。） 

 

６ 追検査（추가검사）  

◇수검자격： 

  인플루엔자에 인한 발열 때문에 다른 교실에서의 

수검도어려울 때나 어쩔수 없는 이유로 본검사를 못 

받았던 자 중에 소정의 수속을 하며 지원한 

고등학교교장이 승인한 자가 대상이 된다. 본검사를 

일부라도 수검한 자는 추가검사를 수검할 수는 없다. 

 

◇검사일 ： 2021년 3월 3일 

◇검사내용 ： 면접 ( 일본어 또는 필요에 따라서 영어 ) 

및 작문 ( 지원자가 일본어 또는 영어를 선택한다. ) 

 

◇실시학교 ：지원한 고등학교 

◇발표일 ： 2021년 3월 5일 

        오전 9시 ( 각 고등학교 ) 

        오전 11시 ( 치바현 교육위원회 특설 웹 사이트) 

  ( 선발결과는 지원사본인에게 우송된다.) 

◇受検資格：インフルエンザ罹患による急な 
発 熱 で 別 室 で の 受 検 も 困 難 で あ る 等 、 
やむを得ない理由により本検査を全く受検 
できなかった者のうち、所定の手続により 
志願する高等学校の校長に承認を受けた者 
を対象とする。本検査を一部でも受検した者 
は、追検査を受検することはできない。 

 
◇検査日：令和３年３月３日 
◇検査内容： 面接（日本語及び必要に応じて

英語）及び作文（日本語又は英語を志願者

が選択する） 
◇実施校：志願した高等学校 
◇発表日：令和３年３月５日 
       午前９時（各高等学校） 
       午前１１時（千葉県教育委員会 

特設ウェブサイト） 
（選抜結果は志願者本人宛て郵送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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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２次募集 

2차 모집 
◇ 실시 학교：입학허가 후보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한 

학교・학과 

◇ 출원：2021년 3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 지원변경*：2021년 3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 검사일：2021년 3월 15일 
 
◇ 검사내용： 
면접과 각 학교에서 준비된 검사(집단토론, 
자기표현,작문,소논문,적성검사,학교독자적인문제, 
그 외의 검사중에서 1가지) 

 
◇ 실시학교：지원한 고등학교 
 
◇ 발표일：2021년 3월 17일 오전 10시 

◇実施校：入学許可候補者が募集定員に満た

ない学校・学科 
 
◇出願：令和３年３月１０日（午前９時から午後 

４時３０分まで） 
 
◇志願変更：令和３年３月１１日（午前９時から 

午後４時３０分まで） 
 
◇検査日：令和３年３月１５日 
 
◇検査内容：面接と、各学校で事前に決めた

検査（集団討論、自己表現、作文、小論文、

適性検査、学校独自問題による検査、その

他の検査から１つ） 
 
◇実施校：志願した高等学校 
 
◇発表日：令和３年３月１７日午前１０時 

*지원변경 ：지원할 고등하교를 일단 지원한 후 마음이 바꾸어나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고등학교를  
다시 지원하는 것. （先の志願を取り消して、別の高等学校を新たに志願す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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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力検査問題のルビ振り申請 
학력검사문제에  대해의 토가  달림 신청 

 

◇ 대상： 2021년 2월 8일(월)까지에 입국한 후 제일기 

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외국적인자등 

 

◇ 신청기간 ： 

지원할  입학자선발원서등의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지원할 고등하교 교장에게 신청한다. 

단 토요일,일요일,축일,연말연시,및,하계휴업중의 

학교폐청일을 제외한다. 

          

◇ 신청방법 ：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하며 지원하는 

   고등학교교장에게 신청한다. 

 

◇ 신청서류 ： 

① 학력검사문제의  토가 달림에 관한 

    틱별배려신청서(양식25의(1)또는(2)), 

② 외국적인것을 증명하는 서류(재류카드,특별영주 

자증명서,또는 이것들을 대신하는 서류),  

③ 결과통지봉투 

◇対象：令和３年２月８日（月）までに、入国後

の在日期間が３年を経過していない外国籍

の者等 
 
◇申請期間：志願する入学者選抜の願書等の

受付開始日の前日までに、志願する高等学校

の校長に申請する。ただし、土曜日、日曜日、

祝日、年末年始及び夏季休業中の学校閉庁

日を除く。 
 
 
 
◇申請方法：必要書類により、志願する高等学

校の校長に申請する。 
 
◇申請書類： 

① 学力検査問題のルビ振りに係る特別配慮 
申請書（様式２５の⑴又は⑵） 

② 外国籍であることを証する書類（在留 
カード、特別永住者証明書又はこれに 
代わる書類） 

③ 結果通知用封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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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学者選抜についてのＱ＆Ａ 

입학자선발에 대한 질문과 회답 
 

Ｑ１  출원서류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어요?  問１ 出願書類をどこで入手できるか。 

Ａ１  현 교육청 학습지도과 또는 실시하는 고등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答１） 県教育庁学習指導課又は実施する

高校で配付する。 
 
Ｑ２  외국적인 걸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하면 

돼요? 

問２ 外国籍であることを証する書類とは 
どのようなものを提出すればよいか。 

Ａ２  특정한 공항이나  지방의 입국관리관서에서 

교부된「재류카드」등을 제출하면 된다. 

（答２） 特定の空港や地方入国管理官署で

交付を受けた「在留カード」等を提出すればよ

い。 
 
Ｑ３ 해외의 현지학교에서 9 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면 돼요? 

問３ 海外の現地校で９年の課程を修了した

証明にはどのようなものを用意すればよいの

か。 

Ａ３  현지의 학교에서 9 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것을 

증명하는 수료증서를 준비한다. 

（答３） 現地の学校の９年の課程を修了した

ことを証明する修了証書を用意してもらいた

い。 
 

Ｑ４ 출원할 때  건강진단서가  필요해요 ? 問４ 出願の際、健康診断書は必要か。 

Ａ４ 필요 없다. 
（答４） 必要ない。 

 

Ｑ５ 해외의 현지교를 졸업했어요. 서약서 이유란에 

어떻게 쓰면 돼요? 

問５ 海外の現地校を卒業した。誓約書の 
理由欄はどのように記入するのか。 

Ａ５  일본어로 

   「 ○○中学校を卒業後に来日し、上記住所に居住して 

いるため。」라고 기입한다. 

    ( 이 의미는「○○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에 와서 

상기주소에 거주하기 때문이다」이다.) 

（答５） 日本語で「○○中学校を卒業後に 
来日し、上記住所に居住しているため。」と 
記入する。 

 
 
Ｑ６   각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서 합격자를 
결정해요 ? 

問６ 各高校はどのようにして合格者を
決定するのか。 

Ａ６  각 고등학교 Web 페이지상에  있는 
「선발평가방법 」에 기재돼 있다. 

（答６） 各高校のＷｅｂページ上にある「選抜・
評価方法」に記載されている。 

 
 

Ｑ７  수입인지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 問７ 収入証紙はどこで購入できるか。 

Ａ７  치바현청 생활 협동 조합、 시・읍・면 사무소、 

보건소、 경찰서、운전면허센터、 자동차교습소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잣세한 것은 하기 Web 

사이트를 참조.  

(https://www.pref.chiba.lg.jp/suitou/shoushi) 

（答７） 千葉県庁の生協、市町村役場、保健

所、警察署、運転免許センター、自動車教習

所等。 
詳しい場所については、左記ウェブサイト 
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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Ｑ８   외국인은 해외귀국학생 특별입학자선발에 지원할 

수 있어요 ? 

問８ 外国人は海外帰国生徒の特別入学者

選抜に志願できるか。 

Ａ８  자세한 것은 치바현 종합교육센터에 문의한다. （答８） 詳しくは千葉県総合教育センター

（下記参照）まで問い合わせること。 
 

Q９ 현립 이즈미 고등학교,  현립 후나바시코와가마 

고등학교,  현립 나가레야마키타 고등학교,  또는 현립 

아마하 고등학교에 출원하려고  할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  

問９ 県立泉高等学校、県立船橋古和釜

高 等 学 校 、県 立 流 山 北 高 等 学 校 または

県立天羽高等学校に出願するにはどうすれ

ばよいか。 

Ａ９  이들 4 학교는 다른 치바현 공립고등학교하고는 

선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치바현 

종합교육센터 (하기 참조)까지 문의할 수 있다. 

（答９） この４校は他の千葉県の公立高等 
学校とは異なる選抜を実施しているので、 
詳 しくは千 葉 県 総 合教 育センター（下記 
参照）まで問い合わせること。 

 
 

＜問い合わせ先＞(문의)  

 千葉県総合教育センター 学力調査部 （高校入試担当） 
 （치바현 종합교육센터 학력조사부  고등학교 입학시험단당 ） 
  ＴＥＬ ０４３－２１２－７５８８   ＦＡＸ ０４３－２１２－７５９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