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語

데이터 취급
개인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시행합니다.
결과 집계는 통계적으로 처리하므로 개인이나 학교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설문 용지가 동봉된 제출용 봉투 를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문부과학성에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학교가 설문조사 응답 내용이나
조사에 협력했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는 앞으로 일본의 교육 시책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합니다.
●조사로 얻은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응답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과 위탁업자 등이 문의하는 일은

일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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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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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순서 ３STEP

조사 목적
이 조사는 문부과학성이 시행하는 2017년도 전국 학력•학습상황 조사 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국 학력•학습상황 조사 데이터와 함께 분석하여 일본의 교육
시책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개요

먼저 수취한 봉투 안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자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서]

[설문 용지]

[이 팸플릿]

[제출용 봉투]

※부족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대상 (무작위 추출)
●본체 조사를 받은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보호자 (초등학교 1200개교 정도)

조사 취지를 이해하시고 설문 용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체 조사를 받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보호자 (중학교 800개교 정도)

● 설문조사에 응답하기 곤란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 내용

응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탁드립니다.

조사 내용은 평소 자녀과의 관계나 교육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으로

● 설문조사에 응답하시면서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 이 설문조사 용지가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었던 봉투 또는 동봉된 의뢰서나 제출용 봉투에 기재된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자녀의 모습

자녀를 대하는 태도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

자녀의 교육비

● 또한, 조사에 협조하실 수 없는 경우는 설문 용지 첫 페이지의
조사에 협력할 수 없음 항목에 체크 후 제출용 봉투 에 넣고 봉한 다음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 설문조사는 평소 자녀와의 관계나 교육에 대한 생각을
다방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한 권의 설문 용지에 대해
두 분의 보호자가 응답하는 형식입니다.
두 분의 보호자가 응답할 수 없는 경우는 한 분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마친 후에는 제출용 봉투 에 넣어서 봉한 후
마감일까지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시행의 흐름

※마감일은 이 설문조사 용지가 들어었던 봉투 또는 동봉된 의뢰서나 제출용 봉투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②조사표 등의 배부

①조사표 등의 송부

설문조사에 응답하시면서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 이 설문조사 용지가 들어었던
【문부과학성】
（위탁업자）

④수집한 봉투 제출

【학교】

③조사표 등의 제출

【보호자】

봉투 또는 동봉된 의뢰서나 제출용 봉투에 기재된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