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립 야간중학 관련 설문조사
돗토리현에서는 중학교 과정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현립 야간중학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간중학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학교 설립에 있어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참고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돗토리현립 야간중학 개요
돗토리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돗토리현립 야간중학(가칭)」은 다시 한번 배움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새로운 형태의

중학교입니다.

○기존의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공립학교입니다.
・무상수업
・주 5 일제 수업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교과 과정 (9 개 과목)
・교원자격 보유 교사에 의한 수업
・전 과정 수료 시, 중학교 졸업 인정 (1~3 년 이상 소요)
<특징>
○입학 대상자 (해외국적 소지자 포함 )
・(일본 및 본국에서)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분
・의무교육은 수료하였으나 다시 한번 배움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
・현재 사정상 일반 중학교를 다니지 못 하는 분
※【주의】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돗토리현립 야간중학(가칭)으로 학적이
변경됩니다.
○ 「주간부」「야간부」선택 가능
○「분교」 운영은 물론 온라인 수업 등을 도입하여 장소에 구애없이 학습 가능
○ ICT（정보통신기기）활용 교육

< 학교운영 예시 >
등교

←시간표 예시

조례
1 교시 국어
급식
2 교시 영어

분교

3 교시 가정과
4 교시 수학
종례
하교

（문부과학성 홍보물「야간중학을 알고 계시나요?」중）

＜본인용 설문조사＞
■ 다음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돗토리현개인정보보호조례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에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は必須項目です。
연령※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이상

성별※
□남성 □여성 □기타/미응답
거주 지역※
□돗토리시 □요나고시 □구라요시시 □사카이미나토시 □이와미정 □야즈정 □와카사정
□지즈정 □유리하마정 □미사사정 □호쿠에이정 □고토우라정 □난부정 □호키정
□히에즈촌 □다이센정 니치난정 □히노정 □고후정
해당사항 선택※
□(일본 및 본국에서)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신 분
□의무교육은 수료하였으나 다시 한번 배움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
□현재 사정상 일반 중학교를 다니지 못 하는 분
□해당사항 없음
（

）

야간중학에 다닐 의향 여부※
□있음 □없음 □모르겠음
△上記の質問に「通ってみたい」と回答した方に対する質問です。
야간중학에 다니고자 하는 이유 (복수응답 가능)
□중학교 과정의 학습을 위하여
□중학교 졸업을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을 위하여

□취업 시 불리하지 않도록

□직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일본어 읽기쓰기 습득을 위하여

□일본어 회화 습득을 위하여

□일본의 문화 및 사회를 배우기 위하여

□교우관계 형성을 위하여

□기타

△上記の質問に「通ってみたい」と回答した方に対する質問です。
통학 가능한 시간대
□주간부 １４：００～１７：３０
（이유）（

）

□야간부１７：００～２０：３０
（이유）（
□주야 가능

）

△上記の質問に「通ってみたい」と回答した方に対する質問です。
희망하는 통학 소요시간
□１５분 이내 □１５분～３０분 □３０분～６０분 □６０분 이상
△上記の質問に「通ってみたい」と回答した方に対する質問です。
야간중학의 소재지가 거주지 혹은 근무지 이외 시정촌일 경우, 통학수단에 따른 입학 희망 여부
□도보 및 자전거로 통학가능할 경우
□오토바이 및 자가용으로 통학가능할 경우
□대중교통으로 통학가능할

경우

□모르겠음
△上記の質問に「通ってみたい」と回答した方に対する質問です。
희망하는 학습 형태 (복수응답 가능)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대면수업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
□기타
▲上記の質問に「通ってみたくない」と回答した方に対する質問です。
야간중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 가능)
□현재, 일반학교 및 대안학교, 교육지원센터(적응지도교실) 등에서 학습중
□일반학교 및 대안학교, 교육지원센터(적응지도교실) 등에서의 학습 희망
□단체수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평일 야간 통학이 어려우므로
□전 교과를 배울 의향이 없으므로 (희망하는 교과만 배우기 원함)
□일본어만 학습하고자 하므로
□기타

국적 선택※
□한국<Korea>

□브라질<Brazil>

□캄보디아<Cambodia>

□중국<China>

□인도네시아<Indonesia>

□일본<Japan>

□미얀마<Myanmar>

□필리핀<Philippines>

□태국<Thailand>

□베트남<Vietnam>

□기타<Others>

일본에서의 최종학력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다닌 적 없음

□기타

일본에서의 최종학력 상태※
□졸업 □중퇴 □재학중

수업 시간대 검토를 위한 취로현황 조사※
□전일제 근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무 □미취업 상태 □기타

현재, 학교 이외의 교육지원센터 및 대안학교 통학 여부 현황
□교육지원센터(적응지도교실) 통학중 （→주
□대안학교 통학중（→주

회）

□기타 시설 통학중（→시설명
□해당사항 없음

야간중학에 대한 의견 기입

）

회）

【현립 야간중학에 대한 정보 알림】
향후, 돗토리현야간중학 관련 심포지엄 및 체험교실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중학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수신 희망
연락처(근무처)）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메일주소)

【担 当】
鳥取県教育員会事務局小中学校課指導担当
電 話 ０８５７－２６－７９３５

嶋 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