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야간학급에 관한 설문조사
야간학급이란, 저녁 시간대에 수업을 하는 공립중학교 야간학급을 말합니다. 야간학급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분이나 본국에서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외국 국적인, 등교거부 등으로 거의 학교를 다지지 못한 분 등이 배우고 있습니다.

１ 목적

이 설문조사는 야간학급에 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２ 설문조사 대상
①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
②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
③야간학급에 관심이 있는 분
３ 기간

2019 년 7 월 27 일(토) ~ 8 월 23 일(금)

４ 답변방법
설문용지에 직접 기입해, 다음 중 어느 한 곳에 제출해 주십시오.
①

회수상자에 제출
【회수상자 설치장소】시내 74 곳
①각 구청・현청의 접수 안내
②시민센터
③센다이시립 도서관
④센다이 국제센터

② 교육지도과에 직접 지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송부
센다이시 교육국 교육지도과
우 980－0011
센다이시 아오바구 가미스기 1 쵸메 5-12 가미스기 분청사 13 층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00~17:00)
팩스 022－264－4437
５ 문의

센다이시 교육국 교육지도과

022－214－8875（직통）

센다이시 중학교 야간학급에 관한 설문조사
※□에 체크하십시오.
질문１

귀하는 야간학급에 대해 어떠한 관심이 있습니까?

□①야간학급에 다니고 싶다. (→ 뒷면 질문 2 ~ 질문 7 에 답해주세요.)
□②주위에 야간학급에 대해 알리고 싶은 분이나 장소(단체 · 직장 등)가 있다.

（→뒷면 질문 8 ~ 질문 12 에 답해주세요.）
□③야간학급에 대해 알리고 싶은 분이나 장소 (단체 · 직장 등)는 없지만, 야간학급에 관심이 있다.
（→뒷면 질문 12 에 답해주세요.）

질문２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①센다이시 아오바구

□②센다이시 미야기노구

□④센다이시 다이하쿠구
□⑨이와누마시
질문３

□⑤센다이시 이즈미구

□⑩도미야시

□⑪리후쵸

□③센다이시 와카바야시구
□⑥시오가마시
□⑫다이와쵸

□⑦나토리시

□⑧다가죠시

□⑬기타（

）

귀하의 연령대를 선택하십시오.

□ ①16 세 ~ 19 세 □ ②20 대 □ ③30 대 □ ④40 대
□ ⑤50 대 □ ⑥60 대 □ ⑦70 대~
질문４

귀하의 국적과 배움의 정도를 알려주십시오.

□ ① 일본인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 ② 일본인으로,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 ③ 외국 국적으로, 본국과 일본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질문５

야간학급에 다니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개든 체크 가능)

□①일본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②중학교는 졸업했지만 다시 배우고 싶어서

□③고등학교에 진학이나 취업을 하고 싶어서

□④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⑤기타（
질문６

）

다닐 수 있는 시간대는 다음 중 어느 시간대입니까?

□①오전 8 시 30 분~오후 1 시

□②오후 1 시~오후 5 시

□③오후 5 시~오후 9 시

질문７ 야간학급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
이것으로 설문조사는 끝났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８ 귀하가 야간학급에 대해 알리고 싶은 분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센다이시 아오바구
□④센다이시
□⑨이와누마시

□②센다이시 미야기노구

다이하쿠구

□⑤센다이시

□⑩도미야시

□③센다이시 와카바야시구
이즈미구

□⑪리후쵸

□⑥시오가마시

□⑫다이와쵸

□⑦나토리시

□⑧다가죠시

□⑬기타（

）

질문９ 귀하가 야간학급에 대해 알리고 싶은 분의 연령대를 선택해주세요.
□ ①16 세 ~ 19 세

□ ②20 대 □ ③30 대 □ ④40 대

□ ⑤50 대 □ ⑥60 대 □ ⑦70 대~

□⑧모름

질문 10 귀하가 알리고 싶은 분의 국적과 배움의 정도를 알려주세요.
□①일본인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음.
□②일본인으로,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③외국 국적으로, 본국과 일본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질문 11 귀하의 직업 (또는 야간학급에 대해 알리고 싶은 분과의 관계)을 알려주세요.

(

)

질문 12 야간학급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
이것으로 설문조사는 끝났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