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중학교 관련 앙케트 조사

~2023 년 4 월 히메지시에 히메지시립 야간중학교가 설치됩니다~
야간중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に関する心のケア
アンケート調査より（一部文言を変更しています。）

◆교과서를 제공받아서 배울 수 있는 공립 중학교입니다.
◆일본어 히라가나, 계산, 노래, 그림 등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녁때 5 시경부터 9 시경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야간중학교에서 모든 공부가 끝나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야간중학교에서는 다양한 연령 및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들지 않습니다.(무상)

야간중학교 대상에 해당하는 분

본국에서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외국 국적자 분

효고현은 야간중학교에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사항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앙케트를 실시합니다. 야간중학교에서 배워보고
싶으신 분은 뒷면 앙케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협조 부탁드립니다.

【야간중학교에 대한 문의】
효고 야간중학교 전화상담 전용 다이얼

０７８－３６２－９４３２
(평일 9시~17시 ※12시~13시 제외)

← 앙케트 응답은 여기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효고현 교육위원회

０３교Ｐ２－０５０Ａ４

야간중학교에서 배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연령은 몇 세입니까? (

세)

(2) 국적은 어디입니까? (

)

예: 일본, 한국 등

(3)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어)

예: 일본어, 한국어 등

(4) 거주하고 있는 시, 정(市, 町)은 어디입니까? (시 또는 정:

)

(5) 현재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시, 정(市, 町)은 어디입니까? (시 또는 정:

)

(6) 다음 중 귀하의 학력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1 곳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

)가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음

(

)나 졸업장은 받았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니지 못함

(

)다 중학교는 졸업했으나※ 고등학교는 졸업하지 않음

(

)라 고등학교를 졸업함

(

)마 그 외(

(

)바 잘 모름

※다녔으나

)

(7) 다음 중 야간중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1 곳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

)가 입학을 희망함

(

)나

입학을 검토 중

(

)다 입학을 희망하지 않음

(8) (7)번 질문에서 ‘가’ 또는 ‘나’에 ○를 표시하신 분만 답해 주십시오.
입학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곳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

)가 초, 중학교 과정을 다시 공부하고 싶어서

(

)나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거나 취직을 하고 싶어서

(

)다 현재 직업에 도움이 되길 바래서

(

)라 중학교 졸업장을 얻고 싶어서

(

)마 읽고 쓰기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

)바 사회적 상식(인사, 매너 등)을 익히고 싶어서

(

)사 일본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싶어서

(

)아 능숙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

)자 그 외(

)

(9) 야간중학교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곳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

)가 나의 레벨에 맞는 학습이 필요하다

(

)나 낮에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다 중간 학년부터도 입학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

)라 선생님 외에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

)마 그 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