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와 현립

쓰루미 종합

고등학교

전일제 단위제 종합학과 고등학교

직업 교육으로 미래 탐색
1 년차 미래 탐색 Ⅰ <자싞을 알기 사회를 알기
· 새로운 만남부터 배우기
· 자기를 알기· 다른 사람을 알기
· 지역에서 배우기
· 직업과 학문의 관계를 알기
→직업 체험
→ 제조 체험

2 년차 미래 탐색 Ⅱ <자싞을 닦기 사회에서 학습>
· 직장 · 상급 학교 방문
· 여름의 개별 활동
→ 인턴쉽
→ 일을 배우는 장소
· 표현 연습
· 졸업생 강화
· 프레 과제 연구

3 년차 미래 탐색 Ⅲ <자싞의 꿈을 형태로>
· 과제 연구 3 년간의 배움을 집대성

다양핚 선택 과목에서 자싞만의 시간표
쓰루미 종합 고등학교는 보통 과목 외에 많은 계열 과목이 있습니다.
환경 과학 계열

[환경 과학 입문] [생활과 환경] [식물과 생활] [식품 가공]

건강 · 복지 계열

[사회 복지 기초] [간호복지 기초] [구급 구명 법] [생명 · 성] etc

국제 문화 계열

[국제 이해 입문] [중국어] [세계의 문화와 생활] [다문화 교류 체험]
[아나운서 입문] [핚국 조선어] [포르투갈어] [여행하는 지리] etc

정보 비즈니스 계열
조형 · 표현 계열

[문서 처리] [부기] [표 계산 연습] [네트워크 연습] etc
[도예] [염색]

[연극] [목공] [댄스] [CG] etc

쓰루미 종합 고등학교의 특색
90 붂 수업

아침 독서

다문화 공생

·하나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움으로써

·쓰루미 종합 고등학교 아침,은 조용핚

· 중국, 필리핀, 핚국과 북핚, 페루와

기초 학력의 충실을 도모하고 응용력을

독서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1 교시

브라질 등 외국과 연결이있는 학생이,

높여 가고 있습니다.

수업 전에 10 붂간 독서 시간을 갖고

쓰루미 종합 고등학교에 많이 재적하고

·그룹학습, 실천 실습, 토론, 발표 등의

있습니다.

있어 일상적으로 다양핚 문화와 접촉핛

체험형 · 탐구 형의 수업에도 충붂핚

·독서를 습관화하여 풍부핚 정서와 지적

수 있습니다.

시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호기심을 길러 학교 전체가 침착하게

· 교내 · 교외에서 다양핚 활동을 통해

· 90 붂 수업을 통해 학생의 주체적인

수업에 임하는 학습 습관이 만들어지고

국제교류도

학습을 이끌어갑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일본어를 모국어로하지 않는 학생을위핚
지원을 충실히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운동부

축구, 농구,야구, 탁구, 육상, 유도, 정구, 핸드볼, 배드민턴, 배구, 테니스, 검도, 소프트볼, 댄스, 산악

문화부

일본북, 경음악, 미술, 취주악, 연극, 요리, 다도, 사짂, 컴퓨터, 철도 연구, 만화 연구, 도예, 문예, JRC, 방송,

동호회

영어, 서예, 공예

2012 년 가나가와 현립 쓰루미 종합 고등학교 학교 설명회등 일정
시간

종류

장소

7 월 28 일 (토)

일정

13:00-16:00

렛츠 액세스 설명회

요코하마 서 공회당

8 월 18 일 (토)

10:00-15:00

요코하마 북지구 공사 합동 설명회

가나가와공고 • 종합 고등학교

10 월 13 일 (토)

10:00-12:00

학교 설명회 / 체험 수업

쓰루미 종합 고등학교

10 월 28 일 (일)

10:00-15:00

학교축제 (문화제)

쓰루미 종합 고등학교

11 월 10 일 (토)

09:00-16:00

동아리 체험의 날

쓰루미 종합 고등학교

11 월 17 일 (토)

10:00-12:00

학교 설명회

쓰루미 종합 고등학교

12 월 8 일 (토) 오전

10:00-12:00

학교 설명회

쓰루미 종합 고등학교

12 월 8 일 (토) 오후

14:00-16:00

학교 설명회

쓰루미 종합 고등학교

(재 현 외국인 등 특별 모집에만)
* 체험 수업, 동아리 체험 , 재 현 외국인 등 특별 모집에만 사전 싞청이 필요합니다.

쓰루미 종합 고등학교 가는 길
1. 쓰루미 역 (JR, 게이 힌 급행)에서
○ 요코하마 시영 버스 16 계통 (5 번 승차장)
또는 린코버스, 츠루 09 계통 (10 번 승차장)
→"쓰루미 종합 고교 앞"하차. (소요 시간 약 10 붂)
○ 도보 (소요 시간 약 22 붂)
2. 가와사키 역 (JR, 게이 힌 급행)에서
○ 린코 버스 가와 29 계통 (9 번 승차장)
→ "쓰루미 종합 고교 앞"하차. (소요 시간 약 15 붂)
주소 : 〒 230-0031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헤이앆 2-28-8
전화 :045-506-1234
FAX :045-504-8733
URL : http://www.tsurumisogo-ih.pen-kanagawa.ed.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