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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미하라시 야간중학교에 관한 설문조사
１ 목 적
이 설문조사는 야간중학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설문에
답해 주십시오.
야간중학교는 야간 시간대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립중학교의 야간학급을 말합니다.
야간중학교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과 본국에서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외국 국적자, 등교거부로 인해 거의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 등이 배우고
있습니다.
２ 설문조사 대상
입학대상자
①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
②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의무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분
３ 기 간
2019 년 1 월 7 일 (월) 〜 2019 년 1 월 31 일 (목)
４ 설문방법
（１）이면의 설문용지에 직접 기입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민관에 설치된 회수 박스에 투입
② 학교교육과로 직접 방문 제출
③ 우편이나 Fax 로 학교교육과에 제출
（２）시 홈페이지의 설문 기능에서도「야간중학교에 관한 설문」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５ 제출하실 곳：사가미하라시 학교교육과
（１）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우편번호：252−5277
사가미하라시 주오구 주오 2−11−15 시청 제 2 별관５층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평일 오전 9 시부터 오후５시까지）
（２）우편을 이용하시는 경우 우편번호：252−5277 사가미하라시 주오구 주오 2−11−15
（３）Fax 를 이용하시는 경우 042−758−9036
６ 문의처
사가미하라시 시청 학교교육과

042−704−8918 (직통)

사가미하라시 야간중학교에 관한 설문（입학대상자 용）
※□에 체크해 주십시오.

질문１ 귀하는 사가미하라시에 거주 혹은 사가미하라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질문２ 귀하의 연령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16〜19 세

□② 20 대

□③ 30 대

□⑤ 50 대

□⑥ 60 대

□⑦ 70 대 〜

□④ 40 대

질문３ 귀하의 국적과 받은 교육 정도에 관해 알려 주십시오.
□①일본인이며 여러가지 이유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②일본인이며 중학교를 졸업했으나 제대로 배울 수 없었다.
□③외국 국적이며 본국과 일본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질문４ 아래에 열거된 여러가지 배움의 기회 중에서 가장 다니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①야간중학교

□②고등학교（야간제・통신제를 포함）

□③전문학교 등

□④그 외（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을 포함함）

□⑤특별히 다니고 싶지 않다.
질문５ 귀하의 생활 속에서 배움의 장에 다닐 수 있는 시간대에 가까운 시간은 다음 중
언제입니까?
□① 8：30 〜 13：00
□② 13：00 〜 17：00
□③ 17：00 〜 22：00
질문６ （질문４에 ①이라고 답한 분께）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도 가능합니다.
□①일본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②중학교는 졸업했으나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③지식과 기능 등을 배워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직하고 싶어서
□④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⑤그 외（

）

질문７ （질문６에 ④라고 답한 분께）지금 일본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도 가능합니다.
□①유료 일본어 교실이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②무료 일본어 교실이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③텔레비전, 라디오, 시판 교재, 책 등으로 공부하고 있다.
□④그 외（

）

□⑤특별히 공부하고 있지 않다.
설문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