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년도 

후쿠오카시립 후쿠오카 희망중학교 학생 모집안내 
 

후쿠오카 희망중학교는 배움의 연령이 지난 분 중, 여러 사정으로 중학교 수업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공립 야간 중학교입니다. 
 

 

목표하는 학교상  

 

 

 
 
 
 
 

１ 입학 가능한 사람 

아래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분 
（１）후쿠오카시의 주민기본대장에 등록이 있는 분 

（２）2007 년 4 월 1 일까지에 태어난 분 

（３）여러 사정으로 중학교 졸업을 못하신 분, 또는 등교거부 등의 이유로 중학교 수업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분 
※외국인도 입학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 재학중인 분은 입학할 수 없습니다.  

 

２ 학습하는 내용  

・주간의 중학교와 동일하며,９개 교과(국어,사회,수학,자연,음악,미술,보건체육,기술 ・가정,외국어)

모두를 배웁니다. 기타 도덕 수업과 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일본어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분께는 일본어 지원을 합니다.  

・정해진 과정을 마치면 중학교 졸업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교과나 일본어만을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꿈을 향해 
「희망」을 품고 안심하여 배울 수 있는 학교 



 

３ 수업이 있는날,학습하는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후５시 50 분부터 오후９시 20 분까지입니다. 

・한 과목의 수업시간 40 분입니다. 하루에 ４개 수업이 있습니다. 
 

４ 비용 

・수업료는 무료이며, 교과서는 무료 배부합니다. 

・학용품(공책이나 연필 등)이나 같이 가는 여행 경비 등의 비용은 별도 필요합니다. 
 

５ 통학 방법 

・도보,자전거,대중 교통 기관(지하철,버스 등)을 이용해서 통학해 주십시오. 

・자동차,오토바이로 통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６ 입학할 때까지의 흐름 

（１）서류를 제출한다. 

①제출하는 서류 

입학원서(양식이 있습니다.） 

②신청하는 기간  

2021 년 12 월 27 일부터 2022 년１월 31 일까지(당일 소인 유효) 

③제출 방법 

우송,지참,이메일,인터넷(교육위원회 홈페이지) 
※지참하는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９시부터 오후５시３０분까지 

（단, 공휴일과 12 월 29 일부터 1 월 3 일은 제외） 

 

④제출처  

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 교육정책과 

（２）면담을 받는다.  

・입학하고 싶은 이유,중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기간이나 학습 상태,건강 상태,통학 방법 

등을 청취합니다. 

・면담의 일시나 장소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한 분한테 교육위원회에서 연락합니다. 
 

（３）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2022 년 ２월부터 3 월에 문서로 알려드립니다. 

 



 

７ 접수처,문의처 

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 교육정책과 
〒810－8621 후쿠오카시 주오구 덴진 1 쵸메 ８번１호 

전화︓092-711-4412(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９시부터 오후５시３０분까지) 

팩스︓092-711-4600 

이메일︓kyoikuseisaku.BES@city.fukuoka.lg.jp 

 

８ 후쿠오카시립 희망중학교의 장소 

 

 

 

 

 

 

 

 

 

 

 

 

 

 

【소재지】 

후쿠오카시 사와라구 모모치３쵸메 

10 번１호 

후쿠오카시 교육센터 내  

【후쿠오카 희망중학교에 가는 방법】 

자하철 공항선「후지사키 역」또는  

니시테쓰 버스 후지사키 버스센터에서 
걸어서 약 10 분 

 

※야간 중학교는 2022 년４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 때까지는 학교 직원이 없으므로 문의사항

은 교육정책과로 부탁드립니다.  

 

 



후쿠오카시립 희망중학교 입학원서 
 

제출일：2022년 １월１２일 

（수신인）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 

나는 후쿠오카시립 희망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또한 입학 수속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가 주

민등록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입학 

희망자 

이름 

영어로 표기  Hong     Gil  Dong 

홍   길동 

주소 

〒800-0001 

후쿠오카시○○구○○ ○초메○○－○○ 
※맨션명 등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전화번호 090-1234-5678 

위 전화번호 외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예] 아버지 
092-976-5432 

※가족이나 친구,근무처 등 

연령 ○○살 

입학 희망자

가 20 세 미만

의 경우 

보호자 이름  

전화번호  

면담할 때 

배려했으면 

좋은 것들 

※일본어로 회화가 어려운 분들은 평상시 사용하는 언어를 기입하십시오.  

※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배려가 필요한 경우는 그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입예 

※입학 희망자가 20 살 이상이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