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나가와현립   야마토니시  고등학교   

교육목표     

지・덕・체의  조화를   갖춘 , 국가  및  사회에  유익한   형성자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  

  

교육방침    

1. 학력의  향상과   충실을  목표로   한다 .  

2. 자립성과   사회성   배양을  추구한다 .  

3. 풍부한   정조교육으로   체력의   증진을   도모한다 .  

4. 세계로   마음을   여는   넓은   시야를  기른다 .  

  

야마토니시  고등학교  특색  조견표   
 

1 국제  이해    

・영어  캠프    

・국외  수학여행   

・제  ２외국어  선택  ( 한국어 , 독일어 ,  스페인어 , 중국어  )   

・여름잉글리쉬   캠프   

     ・학교  교류   

＊미국  매릴랜드주  프레데릭  더글러스  고등학교   

   ＊자마  캠프  미국인  고등학교    

＊독일뮌헨 푸틴거 김나지움  고등학교 

＊뉴질랜드  로즈힐  컬리지     

* 대한민국 광명시 광문고등학교 

* 호주 네랑스테이트고등학교 



 

・요코하마  Brothers & Sisters 프로그램   

・실용  영어  기능  검정  시험   

2    진로  실현   

 

・수업  개선   

・야마토니시   Dream 프로젝트   

・영어 , 수학  소인원  수업   

・다양한  선택  과목   

・자율  학습  실 , 스터디  홀  설치   

  

자매  학교와  영어  교육   

 

야마토니시  고등학교의  특색있는  교육은  국제이해입니다 . 현재 , 미국  매릴랜드주에  있는   

프래드릭더글러스고등학교 ,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있는  로즈힐고등학교 , 독일  뮌헨에  있는  

푸틴거 김나지움고등학교 ,  한국  광명시의  광문고등학교 , 호주의 네랑스테이트 고등학교, 

미군기지인  자마캠프  소속인아메리칸하이스쿨과  교류를  맺고있습니다 .  본교  학생들은  매년  

이들  자매학교를  방문하여 , 홈스테이와  함께  각  학교의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2 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수학여행이  실시됩니다 .   매년 10 월에  타이완의  

학교를  방문하고있습니다 ..  타이완  학생의  도움을  받아  관광을  합니다 .  

또한  매년  1 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10 월에  １박２일의 

영어연수가  있습니다 .  ALT 와  많은  원어민  교사들의  협력으로  다양한  영어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학생회  활동     
 

          



    학생회는  본부・클럽활동・위원회로  구성되어 , 교직원의  지도  아래  일상생활이나  학교행사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체육제는  전학급이  3 색으로  나뉘어  우승을  놓고  경쟁을  합니다 . 또한  모에기제  (문화제) 는  

클럽활동・ 

위원회・학급  등  많은  단체가  출전합니다 .  모든  단체가  공을  들여  준비하기  때문에  축제  

당일은  성대한  제전이  펼쳐집니다 . 학생들은  체육제・문화제  양  쪽  모두  실행위원회로서  

운영에  참가합니다 . 위원회에서는   학교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위원회 ,   

모금활동을  하는  복지위원회 , 구기대회를  운영하는  체육위원회  

등이   특색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학교 데이터  
 

가나가와현립 야마토니시 고등학교 창립 1986년

（ 쇼와 61년 ）  

〒242-0006  일본국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미나미린칸 9-5-1  

TEL: 046-276-1155     FAX: 046-277-0681  

URL: http://www.yamatonishi-h.pen-kanagawa.ed.jp  

  학교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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