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여론조사

1.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교사 (☞ 설문종료)

  2) 경영/관리직

  3) 자영업 

  4) 전문직

  5) 사무직

  6) 서비스직

  7) 판매직

  8) 기술/기능직

  9) 생산직

  10) 농/임/어/축산업

  11) 학생

  12) 전업주부

  13) 무직

  14) 기타 (             )

2. 선생님의 가족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하

고 계신분이 있습니까?

  1) 있다  (☞ 설문종료)             2) 없다



====================================================

오는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

정입니다. 이와 맞물려 현재 격주제로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주5일 근무제의 전면적 시행에 

따른 형평성 고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 여가활동 증가

로 인한 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증가 우려, 맞벌이  

부부의 자녀보육 문제, 학생들의 학력저하 우려, 일탈 비행 학생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3. ‘주5일 수업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 찬성한다 (☞ 문4로)     

  2) 반대한다 (☞ 문6으로)      

  3) 잘 모르겠다

4. 주 5일 수업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 격주 토요일 등교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3) 학원, 과외 등을 통해 학업을 보충할 수 있어서

  4) 가족단위의 여가 활동 기회가 늘어나서

  5) 교사, 교직원들도 주 5일 근무제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6) 기타 (                        )



5.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면 도입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십

니까? (☞ 문7로) 

  1) 올해 하반기 중

  2) 2012년     

  3) 2013년   

  4) 2014년

  5) 2015년 이후

6. 주 5일 수업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맞벌이 부모가 자녀보육 문제때문에

  2) 학원, 과외 등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되어서

  3)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어서  

  4) 레저, 여행비용 증가가 우려되어서

  5) 일탈, 비행 학생 증가 우려되어서

  6) 기타 (                        )

7.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미혼 (☞ 문13으로) 

  2) 기혼 (☞ 문8로) 

  3) 이혼/사별 (☞ 문9로) 

8. 현재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9.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1) 있다 (☞ 문10으로) 

  2) 없다 (☞ 문13으로)



10. 그렇다면 자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1)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

  2)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

  3)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

11.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격주 휴무제를 실시중인 '놀토'(자녀가 학

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에는 자녀 보육을 주로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

까?

  1) 직접

  2) 배우자

  3) 배우자와 번갈아가면서

  4) 양가 부모님

  5) 학원, 돌봄교실, 보육시설 등에 보낸다

  6) 집에 자녀 혼자 있거나 자녀들끼리 지낸다

  7)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해결한다

  8) 기타 (                        )

 

12. '놀토'(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에는 자녀들이 시간활용을 

주로 어떻게 하는 편입니까?

  1)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여행, 나들이 등)을 즐긴다

  2) 학원, 과외 등을 통해 보충수업을 받는다

  3) 집에서 자습을 한다

  4)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

  5)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외출한다

  6) 운동 등 자녀 본인의 취미생활을 즐긴다

  7) 잘 모르겠다

  8) 기타 (                        )



13. '주5일 수업제' 도입시 양육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아이 돌봄교실 확대

  2) 나 홀로 아동을 위한 학교. 지자체 프로그램 운영

  3) 청소년 야외활동 시설 확충

  4) 직장내 보육시설 확대

  5) 특별히 없다

  6) 잘 모르겠다

  7) 기타 (                        )

14.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자영업 등 제외)

  1) 예  (☞ 문15로)           2) 아니오 (☞ 문17로)   

15.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1) 예  (☞ 문17로)           2) 아니오 (☞ 문16으로)   

16. 그렇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1) 예           2) 아니오    

17. 선생님 댁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1) 100만원 이하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6) 500만원 이상 

  7) 잘 모르겠다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