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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 인 입장에서 단할 때 귀교의 학생의 수 은 구 체의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_____ 2) 양호하다고 생각한다

      _____ 3)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_____ 4) 보통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한다

      _____ 5) 상당히 못하다고 생각한다

2. 귀교 학생의 가정경제 수 은 구 체의 고등학생의 그것과 비해서 볼 때 

      _____ 1) 부유한 편이다

      _____ 2) 간층이다

      _____ 3) 비교  하층이다

3. 귀교 학생의 취직․진학 비율은

      _____ 1) 부분이 취직을 원한다

      _____ 2) 취직을 원하는 학생이 더 많다

      _____ 3) 취직을 원하는 학생과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각각 반반 정도이다

      _____ 4)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더 많다

      _____ 5) 부분이 진학을 원한다

4.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것이 그들이 고등학교만 나오고 직장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충분히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한다

      _____ 2) 체로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한다

      _____ 3) 얼마간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한다

      _____ 4) 거의 발휘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5. 선생님께서는 귀교의 학생들이 귀 고등학교를 선택한데 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부분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_____ 2) 약 반수가량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_____ 3) 만족하는 학생은 반수 미만이라고 생각한다

      _____ 4) 학생 부분이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6. 선생님께서는 귀교의 졸업생이 졸업 후 곧 취직했을 경우 그들이 받는 처우에 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_____ 1) 그만하면 좋은 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_____ 2) 그  보통의 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_____ 3) 수  이하의 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7.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계통의 직업을 가지라고 권유하고 싶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

8.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교육에 하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1) 실용교육의 면: 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인격교육의 면: _________________________

 

 (3) 지식교육의 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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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생님께서는 재 귀교의 고등학교 교육이 다음의 여러 면에서 어느 만큼 실효를 거두

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취직의 면에서: ____________________

  

 (2) 진학의 면에서: ____________________

 

 (3) 인간교육의 면에서: ___________________

 

10. 귀교의 교육방침을 말 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선생님 자신의 교육이념과 교육방침에 해 말 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면에  직장(귀 고교)에서 문제 이 있으면 그에 해 말 해 

주십시오. 

  ◦ 교사처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교시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교 내 인간 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타(재분류 불가로 생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선생님의 재 직업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1) 단히 만족스럽다        _____ 2) 만족스러운 편이다

        _____ 3) 그  그 다              _____ 4) 만족스러운 편이 아니다

        _____ 5) 불만스럽다

14. 선생님께서는 재의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_____ 1) 바꾸고 싶은 생각이 늘 있다 

        _____ 2)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자주 있다

        _____ 3) 바꾸고 싶은 생각이 가끔 있다

        _____ 4) 바꾸고 싶은 생각이 거의 없다

        _____ 5) 바꾸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이 없다

15. 선생님께서 만일 지  새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신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선생님께서는 인문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 둘 에서 어느 학교에 더 근무하고 싶으신지요?

   가)  _____ 1) 실업고등학교        _____ 2) 인문고등학교

        _____ 3) 기타 특수고등학교(무엇:            )

   나) 그러면 그 게 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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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반에 걸친 문제 에 해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이념(교육정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교육방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교과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학과목(커리큘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교육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교육시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기타(교육 반에 걸쳐 자유롭게 말 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선생님께서 교육행정당국에 바라는 요망사항이 있으시면 말 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이 있으시면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끝으로 선생님 자신에 해 여쭙겠습니다. 각 란에 따라 자세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1 출생한 해  서기 19 BYEAR  년생 (당        세)

2 출생지  _______BPLACE도         시(군) (1. 경북 2. 비경북 9. 무응답)

3 최종출신교
 _________ 학교  19       년 졸업( 퇴)

  ⇒ EDUC 1) 졸이상 2) 고졸 3) 졸이하 9) 무응답

4 공과목  주 공          학      년,  부 공         학

5 교직담당과목  주담당               부담당 1)          2)        

6 교직경력 연수  (만)         년               개월⇒KENSOK(년수를 기입)

7 재의 호  _________   __________ 호⇒ GRADE( 수만 기입)

8
재의 

교사자격
 _________   __________ 교사

9 재의 직책

10 재의 직

11
과거의 교직 

이외의 직업

직업명 재직기간 직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