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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는 대안교육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KBS 광주방송총국이 방송문화
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과 참여 의
지를 묻는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
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번호 A1-2013-0073

자 료 명 대안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2013 

1. 귀하께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⓵ 있다
⓶ 없다(☞ 설문종료)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⓵ 1명
⓶ 2명
⓷ 3명
⓸ 4명
⓹ 5명 이상

A.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3. 귀하께선 대안교육 또는 대안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⓵ 잘 알고 있다
⓶ 들어 본 적은 있지만 자세한 건 모른다
⓷ 잘 모르겠다

4. 귀하께선 ‘대안교육 또는 대안학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⓵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교육
⓶ 기존 교육에 부적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⓷ 기타( )

※ 대안교육이란 기존의 제도권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 나름의 교
육적 이상과 신념을 실천하는 교육운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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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안교육연대에서는 “대안교육 또는 대안학교가 기존 교육을 긍정적으로 변화시
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⓵ 매우 동의한다
⓶ 대체로 동의한다
⓷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⓸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⓹ 잘 모르겠다

6. "대안교육운동이 15년째 접어들면서 기존 교육에서도 대안교육의 이념을 수용해 
광범위한 대안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안교육 운동이 필요 없다"는 
주장과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운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쟁 위주의 서열화 교육
이 심화되고 있어 대안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선 위 주장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십니까?
⓵ 더 이상의 대안교육 운동은 필요 없다
⓶ 대안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⓷ 잘 모르겠다

7. 현재 허가받지 못한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입니
다. 대안교육연대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일반 학교 수
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⓵ 매우 동의한다
⓶ 대체로 동의한다
⓷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⓸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⓹ 잘 모르겠다

B. 대안교육에 대한 참여 의지

8. 귀하께서는 과거에 대안교육을 시켰거나, 현재 시키고 있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⓵ 있다
⓶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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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께선 앞으로 자녀에게 대안교육을 시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⓵ 있다(☞ 문10로)
⓶ 없다(☞ 문11으로)

10. 귀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⓵ 경쟁과 서열 위주의 기존 교육에 실망을 느껴서
⓶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⓷ 교육의 주체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⓸ 기타 (                             )
☞ 모든 응답자 설문종료

11. 귀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⓵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⓶ 기존 교육체제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⓷ 과도한 교육비와 각종 학부모 활동 부담 때문에
⓸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