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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2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학교를 믿고, 이해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설문조사 참여 인원 : 1~5학년 694명 중 570명 참여(82.1%)

  

1.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

답변 내용 인원수
 학업성취 161
 기본예절 237
 시민의식 105
 교우관계 288
 생활습관 180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357

  

2.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답변 내용 인원수
 학교 방역 38
 학력 격차 심화 146
 자녀돌봄 45
 사회성 및 교우관계 229
 기초학력 저하 68
 기타 4

  

3. 학부모님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의견 반영을 위한 방법

답변 내용 인원수
 담임교사와의 면담 95
 학년별 소모임 62
 학부모단체 임원 회의 28
 설문지 340
 기타 3



  

4. 2022 부천일신교육 중점지도 영역
답변 내용 인원수

 창의성 교육 205
 독서, 토론 교육 262
 학생특기, 진로교육 177
 인성교육 221
 정보화교육 87

민주시민,안전,기후생태 27,53,54

 

5.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질 때 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여부
6. 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방법

5. 답변 내용 인원수
 실시를 희망함 373
 실시 희망하지 않음 157

6. 답변 내용 인원수
 교내 체험학습 244
 교외 체험학습 274        <5번>              <6번>

    

7. 코로나 19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수업의 아쉬운 점
답변 내용 인원수

 동아리, 체험활동 부재 122
 집중력 저하 186
 친구와 친교시간 감소 206
 실력 차이 심화 82
 기초체력 저하 84

사교육, 과제, 과제 27,53,54

    

8. 자녀의 원격수업 참여시 어려웠던 점

답변 내용 인원수
 정보기기 사용 어려움 40
 수업 흥미도 저하 241
 플랫폼 접근성 35
 자녀별 다른 플랫폼 28
 어려움 없음 67

기타 20



9. 2022학년도 사계절 방학 운영 시기

답변 내용 인원수
 5월 6일, 6월 27일 (2일) 306
 5월 6일(1일) 108
 6월 27일(2일) 39
 희망하지 않음 69

10. 전교 임원 선거 1년에 1번 선출 여부

답변 내용 인원수
 1년에 1번 선출 310
 학기마다 1번 선출 213

  

11. 우리 학교의 좋은 점

• 독서, 인성 지도
•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 자유롭고 즐거운 자기주도적 학습 분위기
• 아이들의 다양성 인정하는 분위기
• 좋은, 의욕적인, 열심인 선생님
•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교
•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학교
• 안정적이고 편안한 학교 분위기
• 아이가 매일 가고 싶다고 하는 학교

• 학년별 인사말 인성교육
• 기초 학력 강화
• 학부모 의견 수렴이 잘 되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교
• 학교 공지, 피드백 신속
• 체계적 발빠른 의사소통
• 안전하고 철저한 방역
• 맛있는 급식
• 학교 체계가 잘 잡혀 있음

  

12. 우리 학교에 바라는 점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행사, 체육대회, 체험학습 활성화
• 운동장 활동 활성화(생활 속 스포츠)
• 신간 도서 확보
• 도서관 상시 개방, 독서교육 강화
•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 방과후 학교 활성화

 ▶ 화장실 온수는 10월부터 가동함. 
아이들에게 사용법(시간차) 재지도하겠음
 
 ▶ 소중하게 주신 기타 다양한 의견은 
학교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021. 11. 17.

부천일신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