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책임자 귀하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다음 정보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 배경 정보
학교 경영
교사
평가
학생 집단
학습 환경과 교육과정
학교 분위기
본 정보는 학생의 검사 결과가 나온 맥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학교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본 설문에서 얻은 정보는 교육 자원의 배분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외적인 수준에서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학교장 또는 학교장이 지정한 교직원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설문을 작성하는 데는 60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일부 질문은 특정 전문 지식이 요구됩니다. 설문에 답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적절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기 위한 이동 버튼은 여러분이 보는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 이 버튼을 찾으려면 화면 맨 아래까지 스크롤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귀교의 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교의 응답은 다른 학교의 응답과 함께 합계와 평균을 산출하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며, 개별 학교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용어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학 과목’은 귀교의 교육과정에서 과학처럼 통합된 과목으로 가르치거나 개별 과목으로 가르치는 물리I, 물리II, 화학I, 화학II, 생명과학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 지구과학II,
응용과학과 기술(예:정보과학, 환경과학)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수학, 심리학, 경제학 등 관련 과목들은 포함되지 않으며, 지리 과목에서 배우는 지구과학
주제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역 A: 학교 배경 정보

다음 중 귀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사회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하나를 선택하시오.)

인구 3,000명 미만의 작은 마을

인구 3,000명 이상 15,000명 미만의 소도시

인구 15,000명 이상 100,000명 미만의 도시

인구 100,000명 이상 1,000,000명 미만의 도시

인구 1,000,000명 이상의 대도시

SC 001Q01TA01

SC 001Q01TA02

SC 001Q01TA03

SC 001Q01TA04

SC 001Q01TA05

오늘을 기준으로 , 귀교의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
(각 항목에 숫자를 입력하시오.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을 입력하시오.)

남학생 수:

여학생 수:

SC 002Q01TA01

SC 002Q02TA01

귀교 1학년 (중학교의 경우 3학년 )의 경우 , 국어 수업의 학급 당 평균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
(하나를 선택하시오.)

15명 이하

16-20명

21-25명

26-30명

31-35명

36-40명

41-45명

46-50명

51명 이상

SC 003Q01TA01

SC 003Q01TA02

SC 003Q01TA03

SC 003Q01TA04

SC 003Q01TA05

SC 003Q01TA06

SC 003Q01TA07

SC 003Q01TA08

SC 003Q01TA09

다음 질문들은 귀교 1학년 (중학교의 경우 3학년 )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비율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각 항목에 숫자를 입력하시오.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을 입력하시오.)

명/대
귀교의 1학년(중학교의 경우 3학년) 학생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학교 컴퓨터 중에서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컴퓨터는 약 몇 대입니까?

교육용 컴퓨터 중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약 몇 대입니까?

휴대 가능한 컴퓨터는 약 몇 대입니까?

학교에서 이용 가능한 쌍방향 전자칠판은 약 몇 개입니까?

학교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젝터는 약 몇 개입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용 가능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는 약 몇 대입니까?

SC 004Q01TA01

SC 004Q02TA01

SC 004Q03TA01

SC 004Q04NA01

SC 004Q05NA01

SC 004Q06NA01

SC 004Q07NA01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관한 다음 내용은 귀교에 해당됩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우리 학교는 무선 랜을 통해 학생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전자기기(예: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전자기기(예: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수업 중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 학교는 학생을 위한 매체 소양교육을 한다.

우리 학교는 교사를 위한 매체 소양교육을 한다.

우리 학교는 학생을 위한 학교 컴퓨터 계정을 제공한다.

우리 학교는 교사를 위한 학교 컴퓨터 계정을 제공한다.

우리 학교는 학생을 위한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에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우리 학교는 교사를 위한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에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예

아니요

SC 005Q01NA01

SC 005Q01NA02

SC 005Q02NA01

SC 005Q02NA02

SC 005Q03NA01

SC 005Q03NA02

SC 005Q04NA01

SC 005Q04NA02

SC 005Q05NA01

SC 005Q05NA02

SC 005Q06NA01

SC 005Q06NA02

SC 005Q07NA01

SC 005Q07NA02

SC 005Q08NA01

SC 005Q08NA02

SC 005Q09NA01

SC 005Q09NA02

귀교의 1학년 (중학교의 경우 3학년 ) 학생들의 주당 수업 일수 는 며칠입니까 ?
(해당하는 숫자까지 슬라이더를 이동하시오.)

SC 006Q01NA01

일수
0일

7일

Consistency check rule
Rule:

IF ^SC006Q01NA01 = 0

Message:

입력한 값이 '0'입니다. 다시 확인하시오.

이번 학년도 에 귀교의 1학년 (중학교의 경우 3학년 ) 학생들의 수업 일수 는 며칠입니까 ?
(예정된 수업일을 모두 감안하시오.)
(정규 학교의 경우 주당 평균 수업 일수와 전체 학기에 수업이 제공되는 주의 수를 고려하여 답하시오.)

일

SC 007Q01NA01

Consistency check rule
Rule:

IF (^SC007Q01NA01 < 100 OR ^SC007Q01NA01 >350)

Message:

입력한 값이 '100'보다 작고 '350'보다 큽니다. 다시 확인하시오.

지난 12개월 동안 귀교가 다음의 이유 때문에 휴교하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못한 날이 대략 며칠입니까 ?
(숫자를 선택하시오. 만일 해당 사항이 없다면 ‘0’을 선택하시오.)

SC 008Q01NA01

방학과 공휴일
0일

80일

SC 008Q02NA01

교사 협의회(학회)
또는 교사 연수(전문성 신장 활동)

0일

80일

SC 008Q03NA01

현장 학습, 학교 축제, 체육 행사와 같은
학교 행사와 학생 활동

날씨(예: 폭풍, 눈, 더위), 위험 요인
(예: 전염병, 화재, 홍수), 파업, 무력 충돌
같은 지역적 문제

0일

80일

SC 008Q04NA01

0일

80일

SC 008Q05NA01

자원의 부족 또는 결핍
0일

80일

SC 008Q06NA01

교사나 학생의 문제 행동
0일

80일

영역 B: 학교 경영

다음은 학교장의 학교 운영에 관한 진술입니다 . 귀교 학교장의 다음 활동에 대한 지난 학년도의 수행 정도를 표시하시오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없음

1년에 1-2번

1년에 3-4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상

SC 009Q01TA01

SC 009Q01TA02

SC 009Q01TA03

SC 009Q01TA04

SC 009Q01TA05

SC 009Q01TA06

SC 009Q02TA01

SC 009Q02TA02

SC 009Q02TA03

SC 009Q02TA04

SC 009Q02TA05

SC 009Q02TA06

SC 009Q03TA01

SC 009Q03TA02

SC 009Q03TA03

SC 009Q03TA04

SC 009Q03TA05

SC 009Q03TA06

SC 009Q04TA01

SC 009Q04TA02

SC 009Q04TA03

SC 009Q04TA04

SC 009Q04TA05

SC 009Q04TA06

학생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를 칭찬한다.

SC 009Q05TA01

SC 009Q05TA02

SC 009Q05TA03

SC 009Q05TA04

SC 009Q05TA05

SC 009Q05TA06

어떤 교사의 학급에 문제가 있을 때 솔선하여 그 문제에 대해 의논
한다.

SC 009Q06TA01

SC 009Q06TA02

SC 009Q06TA03

SC 009Q06TA04

SC 009Q06TA05

SC 009Q06TA06

학생의 비판적·사회적 능력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가 관심을
갖도록 이끈다.

SC 009Q07TA01

SC 009Q07TA02

SC 009Q07TA03

SC 009Q07TA04

SC 009Q07TA05

SC 009Q07TA06

SC 009Q08TA01

SC 009Q08TA02

SC 009Q08TA03

SC 009Q08TA04

SC 009Q08TA05

SC 009Q08TA06

SC 009Q09TA01

SC 009Q09TA02

SC 009Q09TA03

SC 009Q09TA04

SC 009Q09TA05

SC 009Q09TA06

학생의 학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목표를 발전시킨다.

교사의 전문성 계발 활동이 학교의 교수 목표와 일치하도록 한다.

교사가 반드시 학교의 교육 목표에 따라 가르치도록 한다.

최근 교육 연구 동향에 기반하여 교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급에서 일어나는 방해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다.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로 하여금 학교 문화의 지속적 향상에 기여하게 한다.

경영 관리 정책을 검토하는 데 교사들이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어떤 교사가 학급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면 함께 해결한다.

교직원 회의에서 교사와 함께 학교의 학습 목표에 대해 논의한다.

SC 009Q10TA01

SC 009Q10TA02

SC 009Q10TA03

SC 009Q10TA04

SC 009Q10TA05

SC 009Q10TA06

SC 009Q11TA01

SC 009Q11TA02

SC 009Q11TA03

SC 009Q11TA04

SC 009Q11TA05

SC 009Q11TA06

SC 009Q12TA01

SC 009Q12TA02

SC 009Q12TA03

SC 009Q12TA04

SC 009Q12TA05

SC 009Q12TA06

SC 009Q13TA01

SC 009Q13TA02

SC 009Q13TA03

SC 009Q13TA04

SC 009Q13TA05

SC 009Q13TA06

귀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주로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
(각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시오.)

교사 임용

교사 해고

교사의 초봉 책정

교사의 급여 인상

학교 전체 예산 책정

학교 내의 예산 배정

학생 훈육 방침 결정

학생 평가 계획 수립

학생의 입학 승인

교장

교사

학교 운영위원회

지역 또는 시∙도
교육청

교육부

SC 010Q01TA01

SC 010Q01TB01

SC 010Q01TC 01

SC 010Q01TD01

SC 010Q01TE01

SC 010Q02TA01

SC 010Q02TB01

SC 010Q02TC 01

SC 010Q02TD01

SC 010Q02TE01

SC 010Q03TA01

SC 010Q03TB01

SC 010Q03TC 01

SC 010Q03TD01

SC 010Q03TE01

SC 010Q04TA01

SC 010Q04TB01

SC 010Q04TC 01

SC 010Q04TD01

SC 010Q04TE01

SC 010Q05TA01

SC 010Q05TB01

SC 010Q05TC 01

SC 010Q05TD01

SC 010Q05TE01

SC 010Q06TA01

SC 010Q06TB01

SC 010Q06TC 01

SC 010Q06TD01

SC 010Q06TE01

SC 010Q07TA01

SC 010Q07TB01

SC 010Q07TC 01

SC 010Q07TD01

SC 010Q07TE01

SC 010Q08TA01

SC 010Q08TB01

SC 010Q08TC 01

SC 010Q08TD01

SC 010Q08TE01

SC 010Q09TA01

SC 010Q09TB01

SC 010Q09TC 01

SC 010Q09TD01

SC 010Q09TE01

교과서 선정

수업 내용 결정

개설 교과목 결정

SC 010Q10TA01

SC 010Q10TB01

SC 010Q10TC 01

SC 010Q10TD01

SC 010Q10TE01

SC 010Q11TA01

SC 010Q11TB01

SC 010Q11TC 01

SC 010Q11TD01

SC 010Q11TE01

SC 010Q12TA01

SC 010Q12TB01

SC 010Q12TC 01

SC 010Q12TD01

SC 010Q12TE01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선택권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중 귀교가 있는 지역에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하나를 선택하시오.)

이 지역 내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준과 비슷한 학교가 두 곳 이상 있다.

이 지역 내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준과 비슷한 학교가 한 곳 있다.

이 지역 내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준과 비슷한 학교가 없다.

SC 011Q01TA01

SC 011Q01TA02

SC 011Q01TA03

입학 사정 시 , 귀교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얼마나 고려하십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학생의 성적(입학 성적 포함)

학생이 졸업한 학교의 추천

귀교의 교육 철학 및 종교 이념에 대한 학부모의 지지도

귀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흥미 또는 요구

학생의 가족 중 귀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있을 경우의 선호도

특정 지역에 거주

기타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항상 한다

SC 012Q01TA01

SC 012Q01TA02

SC 012Q01TA03

SC 012Q02TA01

SC 012Q02TA02

SC 012Q02TA03

SC 012Q03TA01

SC 012Q03TA02

SC 012Q03TA03

SC 012Q04TA01

SC 012Q04TA02

SC 012Q04TA03

SC 012Q05TA01

SC 012Q05TA02

SC 012Q05TA03

SC 012Q06TA01

SC 012Q06TA02

SC 012Q06TA03

SC 012Q07TA01

SC 012Q07TA02

SC 012Q07TA03

다음 중 귀교는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
(하나를 선택하시오.)

국공립 학교
SC 013Q01TA01

(국가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또는 군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
사립 학교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 또는 경영하는 학교)

SC 013Q01TA02

Branching rule
Rule:

IF (^SC013Q01TA02=1) THEN GOTO ^SC014 ELSE GOTO ^SC014R01

귀교의 경우 어떤 유형의 기관이 학교를 운영합니까 ?
(하나를 선택하시오.)

교회 또는 기타 종교 기관

비영리 기관

영리 기관

SC 014Q01NA01

SC 014Q01NA02

SC 014Q01NA03

Branching rule
Rule:

IF (^SC001Q01TA02 = 1 OR ^SC001Q01TA04 = 1) THEN GOTO ^SC015 ELSE GOTO ^SC016

귀교의 정규 학사 연도의 총 예산 출처 중 다음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몇 % 입니까 ?
(각 항목에 숫자를 입력하시오.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을 입력하시오.)

정부(중앙 정부, 지방 정부, 지역 행정구나 행정 기관 포함)

학부모가 납부하는 공과금 또는 학생회비

재산 기증, 기부금, 유산 기증, 후원금, 학부모의 학교 발전 기금

기타

SC 015Q01TA01

SC 015Q02TA01

SC 015Q03TA01

SC 015Q04TA01

Consistency check rule
Rule:
If (^SC015Q01TA01 + ^SC015Q02TA01 + ^SC015Q03TA01 + ^SC015Q04TA01) >100 OR
(^SC015Q01TA01 + ^SC015Q02TA01 + ^SC015Q03TA01 + ^SC015Q04TA01) < 100
Message:

총합이 100%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하시오.

Branching rule
Rule:

IF (^SC001Q01TA02 = 1 OR ^SC001Q01TA04 = 1) THEN GOTO ^SC017 ELSE GOTO ^SC016

귀교의 정규 학사 연도의 총 예산 출처 중 다음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몇 % 입니까 ?
(각 항목에 숫자를 입력하시오.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을 입력하시오.)
%
정부(중앙 정부, 지방 정부, 지역 행정구나 행정 기관 포함)

학부모가 납부하는 공과금 또는 학생회비

재산 기증, 기부금, 유산 기증, 후원금, 학부모의 학교 발전 기금

기타

SC 016Q01TA01

SC 016Q02TA01

SC 016Q03TA01

SC 016Q04TA01

Consistency check rule
Rule:
If (^SC016Q01TA01 + ^SC016Q02TA01 + ^SC016Q03TA01 + ^SC016Q04TA01) >100 OR
(^SC016Q01TA01 + ^SC016Q02TA01 + ^SC016Q03TA01 + ^SC016Q04TA01) < 100
Message:

총합이 100%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하시오.

다음 항목이 귀교의 교육 활동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교사의 부족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의 교사

보조 인력의 부족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의 보조 인력

교육 자료(예: 교과서, IT 장비, 도서관 또는 실험실 자료)의 부족

부적합하거나 질이 낮은 교육 자료(예: 교과서, IT 장비, 도서관 또는 실험실 자료)

물리적 시설의 부족(예: 건물, 운동장, 냉난방 시설, 조명 및 음향 시스템)

부적합하거나 낙후된 물리적 시설(예: 건물, 운동장, 냉난방 시설, 조명 및 음향 시스템)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어느 정도 있다

많이 있다

SC 017Q01NA01

SC 017Q01NA02

SC 017Q01NA03

SC 017Q01NA04

SC 017Q02NA01

SC 017Q02NA02

SC 017Q02NA03

SC 017Q02NA04

SC 017Q03NA01

SC 017Q03NA02

SC 017Q03NA03

SC 017Q03NA04

SC 017Q04NA01

SC 017Q04NA02

SC 017Q04NA03

SC 017Q04NA04

SC 017Q05NA01

SC 017Q05NA02

SC 017Q05NA03

SC 017Q05NA04

SC 017Q06NA01

SC 017Q06NA02

SC 017Q06NA03

SC 017Q06NA04

SC 017Q07NA01

SC 017Q07NA02

SC 017Q07NA03

SC 017Q07NA04

SC 017Q08NA01

SC 017Q08NA02

SC 017Q08NA03

SC 017Q08NA04

영역 C: 교사

다음에 해당하는 귀교의 교사는 몇 명입니까 ?
정규 교사와 시간제 교사를 모두 포함시키십시오. 정규 교사는 해당 학교에 발령받아 정식으로 근무하는 교사(정교사)이며, 일년에 수업일수 중 90% 이상의 기간 동안 채용된 교
사(연 단위로 고용된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 그 외 90% 미만의 기간 동안 채용된 교사(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등)를 시간제 교사라 한다.

해당 교사의 최종 학위만을 고려하시오.
(각 항목에 숫자를 입력하시오.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을 입력하시오.)

전체 교사

교육부 인정 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학교 졸업 미만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학위

대학원 박사학위

정규 교사

시간제 교사

SC 018Q01TA01

SC 018Q01TA02

SC 018Q02TA01

SC 018Q02TA02

SC 018Q03NA01

SC 018Q03NA02

SC 018Q04NA01

SC 018Q04NA02

SC 018Q05NA01

SC 018Q05NA02

SC 018Q06NA01

SC 018Q06NA02

SC 018Q07NA01

SC 018Q07NA02

다음에 해당하는 귀교의 과학 교사는 몇 명입니까 ?
정규 교사와 시간제 교사를 모두 포함시키시오. 정규 교사는 해당 학교에 발령 받아 정식으로 근무하는 교사이며, 일 년에 수업 일수 중 90% 이상의 기간 동안 채용된
교사(연 단위로 고용된 기간제 교사)를 포함합니다. 그 외 90% 미만의 기간 동안 채용된 교사(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등)를 시간제 교사라 합니다.
(각 항목에 숫자를 입력하시오.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을 입력 하시오.)

전체 과학 교사

교육부 인정 과학 교사 자격증 소지자

과학 전공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정규 교사

시간제 교사

SC 019Q01NA01

SC 019Q01NA02

SC 019Q02NA01

SC 019Q02NA02

SC 019Q03NA01

SC 019Q03NA02

귀교에는 다음의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몇 명 있습니까 ?
(정규 교사와 시간제 교사를 모두 포함시키시오. 만일 교사가 두 개의 과학 과목을 가르친다면(예: 물리와 생물 모두), 해당 교사는 두 명으로
계산하시오.)
(숫자를 입력하시오. 해당 사항이 없다면 ‘0’을 입력하시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응용과학과 기술(예: 정보과학, 환경과학)

일반, 통합, 또는 종합 과학 과목(예: 과학)

SC 020Q01NA01

SC 020Q02NA01

SC 020Q03NA01

SC 020Q04NA01

SC 020Q05NA01

SC 020Q06NA01

다음의 교사 채용 절차 중 귀교에 더 보편적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하나를 선택하시오.)

교사들이 학교에 직접 지원서를 제출한다.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이 학교에 교사를 배정한다.

교사 채용에 대해 학교는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과 협력한다.

SC 021Q01NA01

SC 021Q01NA02

SC 021Q01NA03

귀교에서 가르치려면 교원 양성 과정의 이수가 필수적입니까 ?
(하나를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SC 022Q01NA01

SC 022Q01NA02

Branching rule
Rule:

IF (^SC022Q01NA01=1) THEN GOTO ^SC023 ELSE GOTO ^SC024

귀교에서 가르치려면 교원 양성 과정의 이수가 필수적입니다 . 이 규정은 얼마나 엄격합니까 ?
(하나를 선택하시오.)

교원 양성 과정은 교직을 시작할 때부터 필수 조건이다.

교직을 시작할 때, 교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SC 023Q01NA01

SC 023Q01NA02

지난 학년도에 귀교에서는 1학년 (중학교의 경우 3학년 )에 미달된 과학 교사 정원을 모두 충원하였습니까 ?
첫 번째 화면에 제시된 과학의 정의를 참조하시오. 과학 교사란 그 정의에 해당하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를 선택하시오.)

해당 사항 없다(과학 교사 정원에 미달하지 않았다).
예, 과학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임용하여 미달한 과학 교사 정원을 모두 충원했
다.
예, 과학 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임용하여 미달한 과학 교사 정원을 모두 충원했다.

아니요(과학 교사 정원에 1명 이상 미달했다).

SC 024Q01NA01

SC 024Q01NA02

SC 024Q01NA03

SC 024Q01NA04

지난 3개월 동안 전문성 계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귀교의 교사 비율은 얼마입니까 ?
전문성 계발 연수 프로그램은 교수 기법이나 교수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공식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자격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간은 적어도 하루 이상이어야 하며 교수와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비율까지 슬라이더를 이동하시오. 만일 어떤 전문성 계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0’을 선택하시오.)

SC 025Q01NA01

귀교의 전체 교사
0%

100%

SC 025Q02NA01

귀교의 과학 교사
0%

100%

귀교의 교사가 전문성 계발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일수는 한 학년도 (1년 )에 며칠입니까 ?
(해당하는 일수까지 슬라이더를 이동하시오. 만일 교사가 전문성 계발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면 ‘0’을 선택하시오.)

SC 026Q01NA01

일수
0
일

40
일 이상

귀교에는 다음 중 어떤 형태의 전문성 계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우리 학교의 교사들은 특정 단원이나 일련의 수업을 가르칠 때 서로 아이디어나 자료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한다.

우리 학교는 교사들을 위한 현직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한다.

우리 학교는 학교가 당면한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해 현직 연수나 워크숍을 개최한다.

우리 학교는 특정 교사 집단(예: 초임 교사)을 위한 현직 연수나 워크숍을 준비한다.

예

아니요

SC 027Q01NA01

SC 027Q01NA02

SC 027Q02NA01

SC 027Q02NA02

SC 027Q03NA01

SC 027Q03NA02

SC 027Q04NA01

SC 027Q04NA02

귀교에는 전문성 계발 활동에 관한 공식적인 학교 규정 및 지침이 있습니까 ?
(하나를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SC 028Q01NA01

SC 028Q01NA02

Branching rule
Rule:

IF (^SC028Q01NA01=1) THEN GOTO ^SC029 ELSE GOTO ^SC030

귀교의 전문성 계발 활동에 관한 공식적인 학교 규정 및 지침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시오.)

전문성 계발 활동 참여 의무

근무 시간의 사용

책임 수업 시수의 경감

보수와 비용 상환(면제)

전문성 계발 활동의 내용

자원(예: 공간, 자료, 강사)의 제공

SC 029Q01NA01

SC 029Q02NA01

SC 029Q03NA01

SC 029Q04NA01

SC 029Q05NA01

SC 029Q06NA01

귀교는 전문성 계발 활동을 위해 어떤 자원을 제공합니까 ?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시오.)

특정 시간

특정 장소

인력(예: 교과 주임 교사)

자료의 조달 및 제공

SC 030Q01NA01

SC 030Q02NA01

SC 030Q03NA01

SC 030Q04NA01

다음 질문은 귀교의 과학 교사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귀교의 과학 교사들이 참여하는 모든 전문성 계발 활동 중에서 다음 세 가지의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
(각 영역에 대해 대략의 비율을 입력하시오. 예를 들어, 전문성 계발 활동 시간의 20%가 과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을 표시하려면, 첫 줄에 ‘20’을
입력하면 됩니다.)
(총 비율의 합은 100이어야 합니다.)

과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
과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

SC 031Q01NA01

과학 과목과 관련된 교수와 학습:
과학 과목 관련 교수 방법, 교육 기술(예: 실험의 사용), 학생들의 오개념

SC 031Q02NA01

교육과 관련된 일반적 주제:
예: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학급 경영, 학교 평가, 특수 교육

SC 031Q03NA01

기타 주제

해당 비율을 더하여 100%가 되는지 확인하시오.

SC 031Q04NA01

Consistency check rule
Rule:
IF (^SC031Q01NA01 + ^SC031Q02NA01 + ^SC031Q03NA01 + ^SC031Q04NA01) >100 or
(^SC031Q01NA01 + ^SC031Q02NA01 + ^SC031Q03NA01 + ^SC031Q04NA01) < 100
Message:

총합이 100%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하시오.

영역 D: 평가

지난 학년도에 귀교에서는 교사의 교수 활동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학생의 성취도에 대한 시험이나 평가

교사들의 동료 평가(수업 지도안, 평가 도구, 수업)

교장 또는 경력 교사의 수업 참관

장학사나 외부 인사의 수업 참관

예

아니요

SC 032Q01TA01

SC 032Q01TA02

SC 032Q02TA01

SC 032Q02TA02

SC 032Q03TA01

SC 032Q03TA02

SC 032Q04TA01

SC 032Q04TA02

귀교에서는 다음의 교사 평가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집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학교장의 공식적인 인정

급여 또는 상여급의 변화

교사의 승진 가능성 변화
교사의 업무 책임의 변화
(예: 교사의 수업 부담 또는 관리 책임의 증가 및 감소)
교사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발전 또는 연수 계획 수립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교사와 논의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한 멘토의 지정

해고 또는 재계약 철회

전혀 없음

가끔

대부분

항상

SC 033Q01NA01

SC 033Q01NA02

SC 033Q01NA03

SC 033Q01NA04

SC 033Q02NA01

SC 033Q02NA02

SC 033Q02NA03

SC 033Q02NA04

SC 033Q03NA01

SC 033Q03NA02

SC 033Q03NA03

SC 033Q03NA04

SC 033Q04NA01

SC 033Q04NA02

SC 033Q04NA03

SC 033Q04NA04

SC 033Q05NA01

SC 033Q05NA02

SC 033Q05NA03

SC 033Q05NA04

SC 033Q06NA01

SC 033Q06NA02

SC 033Q06NA03

SC 033Q06NA04

SC 033Q07NA01

SC 033Q07NA02

SC 033Q07NA03

SC 033Q07NA04

SC 033Q08NA01

SC 033Q08NA02

SC 033Q08NA03

SC 033Q08NA04

귀교의 1학년 (중학교의 경우 3학년 )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의 평가를 얼마나 자주 받고 있습니까 ?
(‘표준화 검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도움말 버튼을 사용하시오.)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표준화 검사는 설계, 내용, 시행, 채점 등 일련의 과정이 일관되게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그 결과는 학생 간, 학교 간에 비교 가능하다.

의무적인 표준화 검사(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의무적이지 않은 표준화 검사(예: 전국연합학력평가)

교사가 제작한 검사

교사의 판단에 의한 평가

받지 않음

일 년에 1~2회

일 년에 3~5회

한 달에 1회

한 달에 2회 이상

SC 034Q01NA01

SC 034Q01NA02

SC 034Q01NA03

SC 034Q01NA04

SC 034Q01NA05

SC 034Q02NA01

SC 034Q02NA02

SC 034Q02NA03

SC 034Q02NA04

SC 034Q02NA05

SC 034Q03TA01

SC 034Q03TA02

SC 034Q03TA03

SC 034Q03TA04

SC 034Q03TA05

SC 034Q04TA01

SC 034Q04TA02

SC 034Q04TA03

SC 034Q04TA04

SC 034Q04TA05

Branching rule
Rule:
IF (^SC034Q01NA02=1 or ^SC034Q01NA03=1 or ^SC034Q01NA04=1 or ^SC034Q01NA05=1 or
^SC034Q02NA02=1 or ^SC034Q02NA03=1 or ^SC034Q02NA04=1 or ^SC034Q02NA05=1 or ^SC034Q03TA02=1
or ^SC034Q03TA03=1 or ^SC034Q03TA04=1 or ^SC034Q03TA05=1) THEN GOTO ^SC035 ELSE GOTO ^SC036

귀교에서는 1학년 (중학교의 경우 3학년 )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표준화 검사 또는 교사가 제작한 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표준화 검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도움말 버튼을 사용하시오.)
(각 항목에 대해 표준화 검사 또는 교사 제작 검사 사용 여부를 ‘예’ 또는 ‘아니요’로 선택하시오.)
표준화 검사는 의무적인 표준화 검사(예: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검사)뿐만 아니라 의무적이지 않은 표준화 검사(예: 공적이거나 상업적인 표준화 검사 도구)를 포함한
다.
표준화 검사는 설계, 내용, 시행, 채점 등 일련의 과정이 일관되게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그 결과는 학생 간, 학교 간 비교 가능하다.

학생들의 학습 안내

표준화 검사

교사 제작 검사

SC 035Q01NA01

SC 035Q01NB01

선택하시오.

선택하시오.

학생들의 학습 안내 ( SC035Q01NB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학생들의 학습 안내 ( SC035Q01NA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SC 035Q02TA01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업 향상 정도를 통보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업 향상 정도를 통보 ( SC035Q02TB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업 향상 정도를 통보 ( SC035Q02TA01 )
선택하시오.

선택하시오.

SC 035Q02TB01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SC 035Q03TA01

학생의 유급이나 진급에 대한 의사 결정

선택하시오.

SC 035Q03TB01

선택하시오.

학생의 유급이나 진급에 대한 의사 결정 ( SC035Q03TB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학생의 유급이나 진급에 대한 의사 결정 ( SC035Q03TA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SC 035Q04TA01

수업을 위한 반 편성

선택하시오.

SC 035Q04TB01

선택하시오.

수업을 위한 반 편성 ( SC035Q04TB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수업을 위한 반 편성 ( SC035Q04TA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SC 035Q05TA01

학교의 성적을 지역 또는 전국 성적과 비교

학교의 성적을 지역 또는 전국 성적과 비교 ( SC035Q05TB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학교의 성적을 지역 또는 전국 성적과 비교 ( SC035Q05TA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선택하시오.

SC 035Q05TB01

선택하시오.

SC 035Q06TA01

연도에 따른 학교의 학업 향상 정도 점검

선택하시오.

SC 035Q06TB01

선택하시오.

연도에 따른 학교의 학업 향상 정도 점검 ( SC035Q06TB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연도에 따른 학교의 학업 향상 정도 점검 ( SC035Q06TA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SC 035Q07TA01

교사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선택하시오.

SC 035Q07TB01

선택하시오.

교사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 SC035Q07TB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교사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 SC035Q07TA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SC 035Q08TA01

수업이나 교육과정의 개선할 점 확인

선택하시오.

SC 035Q08TB01

선택하시오.

수업이나 교육과정의 개선할 점 확인 ( SC035Q08TB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수업이나 교육과정의 개선할 점 확인 ( SC035Q08TA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SC 035Q09NA01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교수법 적용

선택하시오.

SC 035Q09NB01

선택하시오.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교수법 적용 ( SC035Q09NB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교수법 적용 ( SC035Q09NA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SC 035Q10TA01

다른 학교와의 비교

선택하시오.

SC 035Q10TB01

선택하시오.

다른 학교와의 비교 ( SC035Q10TB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다른 학교와의 비교 ( SC035Q10TA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SC 035Q11NA01

학생에게 수료증 수여

학생에게 수료증 수여 ( SC035Q11NB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학생에게 수료증 수여 ( SC035Q11NA01 )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선택하시오.

SC 035Q11NB01

선택하시오.

귀교 학생들의 성취도 결과가 다음의 책무성 이행 절차에 활용되고 있습니까 ?
성취도 결과는 학교나 학년 단위로 합산된 시험 점수나 성적, 또는 졸업률을 포함합니다.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성취도 결과는 일반(예: 언론)에 공개된다.

성취도 결과는 행정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그 추이가 파악된다.

성취도 결과는 학부모에게 직접 제공된다.

예

아니요

SC 036Q01TA01

SC 036Q01TA02

SC 036Q02TA01

SC 036Q02TA02

SC 036Q03NA01

SC 036Q03NA02

다음의 정책들이 귀교의 질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실시되었습니까 ? 그리고 이들 정책의 시행 주체는 누구입니까 ?
(‘자체 학교 평가’ 또는 ‘외부 학교 평가’ 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도움말 버튼을 사용하시오.)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자체 학교 평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평가로서, 학교가 평가 영역을 정한다. 평가는 학교의 구성원들이나 학교가 임명한 사람들/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외부 학교 평가는 외부 단체가 관리하고 주관하는 평가로서 학교가 평가 영역을 결정하지 못한다.

자체 평가/내부 평가

외부 평가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 목표의 명세화

학생 성취기준의 명세화

학생의 출석 및 교사 근태와 전문성 계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의 기록

학생의 성적과 졸업률에 대한 체계적 기록

학생들로부터 서면으로 평가 받기(예: 수업, 교사, 자원에 대해)

교사 멘토링

예, 의무적입니다(예: 교육청
또는 교육부 정책에 근거하여)

예, 학교 자체적으로

아니요

SC 037Q01TA01

SC 037Q01TA02

SC 037Q01TA03

SC 037Q02TA01

SC 037Q02TA02

SC 037Q02TA03

SC 037Q03TA01

SC 037Q03TA02

SC 037Q03TA03

SC 037Q04TA01

SC 037Q04TA02

SC 037Q04TA03

SC 037Q05NA01

SC 037Q05NA02

SC 037Q05NA03

SC 037Q06NA01

SC 037Q06NA02

SC 037Q06NA03

SC 037Q07TA01

SC 037Q07TA02

SC 037Q07TA03

SC 037Q08TA01

SC 037Q08TA02

SC 037Q08TA03

교사 멘토링
학교 개선을 위해 적어도 6개월 이상, 한 명 이상의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인 자
문
과학 교과에 대한 표준화된 정책 실시
(즉, 공통의 수업 자료를 사용하는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이를 위한 교사 전문
성 계발 및 연수 프로그램)
수행의 질이 낮은 교사에 대한 불이익 정책

수행이 뛰어난 우수 교사들을 위한 보상 정책

수행의 질이 좋지 않은 특정 교사들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계발 정책

SC 037Q09TA01

SC 037Q09TA02

SC 037Q09TA03

SC 037Q10NA01

SC 037Q10NA02

SC 037Q10NA03

SC 037Q11NA01

SC 037Q11NA02

SC 037Q11NA03

SC 037Q12NA01

SC 037Q12NA02

SC 037Q12NA03

SC 037Q13NA01

SC 037Q13NA02

SC 037Q13NA03

Branching rule
Rule:

IF (^SC037Q01TA01=1 or ^SC037Q01TA02=1) THEN GOTO ^SC038 ELSE GOTO ^SC040R01

최근 자체 학교 평가에서 다음의 내용을 다루었습니까 ?
(‘자체 학교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도움말 버튼을 사용하시오.)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자체 학교 평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평가로서, 학교가 평가 영역을 정한다. 평가는 학교의 구성원들이나 학교가 임명한 사람들/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학교의 교육 자원(예: 교과서, 컴퓨터, 도서관 자료, 실험실 자료)

교직원(예: 업무량, 개인 필수요건, 자격)

교육과정의 실행

교과외 활동(예: 참여, 내용)

교수 학습의 질

평가 시행

학교 풍토

교사 협력

예

아니요

SC 038Q01NA01

SC 038Q01NA02

SC 038Q02NA01

SC 038Q02NA02

SC 038Q03NA01

SC 038Q03NA02

SC 038Q04NA01

SC 038Q04NA02

SC 038Q05NA01

SC 038Q05NA02

SC 038Q06NA01

SC 038Q06NA02

SC 038Q07NA01

SC 038Q07NA02

SC 038Q08NA01

SC 038Q08NA02

SC 038Q09NA01

SC 038Q09NA02

교수학습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학교 경영(예: 리더십, 상담, 협력, 학교 프로그램)

학부모의 참여

교사의 전문성 계발

다문화 존중에 대한 관리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학생의 학업 성취

학생들의 범교과적 능력

학교에서의 형평성

SC 038Q09NA01

SC 038Q09NA02

SC 038Q10NA01

SC 038Q10NA02

SC 038Q11NA01

SC 038Q11NA02

SC 038Q12NA01

SC 038Q12NA02

SC 038Q13NA01

SC 038Q13NA02

SC 038Q14NA01

SC 038Q14NA02

SC 038Q15NA01

SC 038Q15NA02

SC 038Q16NA01

SC 038Q16NA02

SC 038Q17NA01

SC 038Q17NA02

최근 자체 학교 평가를 생각해 볼 때 , 다음의 진술이 귀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
(‘자체 학교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도움말 버튼을 사용하시오.)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자체 학교 평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평가로서, 학교가 평가 영역을 정한다. 평가는 학교의 구성원들이나 학교가 임명한 사람들/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우리는 평가 전에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우리는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평가 기준을 작성했다.

자체 평가의 결과로 인해 학교 정책이 바뀌었다.

우리는 자체 평가의 결과에 기반하여 분명하게 규정된 대책을 수립했다.

우리는 그 데이터를 학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계획하는 데 사용했다.

우리는 그 데이터를 수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계획하는 데 사용했다.

우리는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했다.

자체 평가에 의해 유발된 자극은 우리 학교에서 매우 빨리 ‘없어져 버렸다’.

예

아니요

SC 039Q01NA01

SC 039Q01NA02

SC 039Q02NA01

SC 039Q02NA02

SC 039Q03NA01

SC 039Q03NA02

SC 039Q04NA01

SC 039Q04NA02

SC 039Q05NA01

SC 039Q05NA02

SC 039Q06NA01

SC 039Q06NA02

SC 039Q07NA01

SC 039Q07NA02

SC 039Q08NA01

SC 039Q08NA02

SC 039Q09NA01

SC 039Q09NA02

자체 평가에 의해 유발된 효과는 우리 학교에서 매우 빨리 ‘없어져 버렸다’.

SC 039Q09NA01

SC 039Q09NA02

최근 자체 학교 평가의 결과에 근거해 볼 때 , 귀교에서 다음 영역의 방안들을 시행하였습니까 ?
(‘자체 학교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도움말 버튼을 사용하시오.)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자체 학교 평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평가로서, 학교가 평가 영역을 정한다; 평가는 학교의 구성원들이나 학교가 임명한 사람들/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학교의 교육 자원(예: 교과서, 컴퓨터, 도서관 자료, 실험실 자료)

교직원(예: 업무량, 개인 필수요건, 자격)

교육과정의 실행

교과외 활동(예: 참여, 내용)

교수 학습의 질

평가 시행

학교 풍토

교사 협력

예

아니요, 결과가 만족스러워서
시행하지 않았다

아니요, 다른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

SC 040Q01NA01

SC 040Q01NA02

SC 040Q01NA03

SC 040Q02NA01

SC 040Q02NA02

SC 040Q02NA03

SC 040Q03NA01

SC 040Q03NA02

SC 040Q03NA03

SC 040Q04NA01

SC 040Q04NA02

SC 040Q04NA03

SC 040Q05NA01

SC 040Q05NA02

SC 040Q05NA03

SC 040Q06NA01

SC 040Q06NA02

SC 040Q06NA03

SC 040Q07NA01

SC 040Q07NA02

SC 040Q07NA03

SC 040Q08NA01

SC 040Q08NA02

SC 040Q08NA03

교수학습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학교 경영 (예: 리더십, 상담, 협력, 학교 프로그램)

학부모의 참여

교사의 전문성 계발

다문화 존중에 대한 관리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학생의 학업 성취

학생들의 범교과적 능력

학교에서의 형평성

SC 040Q09NA01

SC 040Q09NA02

SC 040Q09NA03

SC 040Q10NA01

SC 040Q10NA02

SC 040Q10NA03

SC 040Q11NA01

SC 040Q11NA02

SC 040Q11NA03

SC 040Q12NA01

SC 040Q12NA02

SC 040Q12NA03

SC 040Q13NA01

SC 040Q13NA02

SC 040Q13NA03

SC 040Q14NA01

SC 040Q14NA02

SC 040Q14NA03

SC 040Q15NA01

SC 040Q15NA02

SC 040Q15NA03

SC 040Q16NA01

SC 040Q16NA02

SC 040Q16NA03

SC 040Q17NA01

SC 040Q17NA02

SC 040Q17NA03

Branching rule
Rule:

IF (^SC037Q02TA01=1 or ^SC037Q02TA02=1) THEN GOTO ^SC041 ELSE GOTO ^SC5info

최근 외부 학교 평가를 생각해 볼 때 , 다음의 진술이 귀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
(‘외부 학교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도움말 버튼을 사용하시오.)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외부 학교 평가는 외부 단체가 관리하고 주관하는 평가로서 학교가 평가 영역을 결정하지 못한다.

외부 평가의 결과로 인해 학교 정책이 바뀌었다.

우리는 외부 평가의 결과에 기반하여 분명하게 규정된 대책을 수립했다.

우리는 그 데이터를 학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계획하는 데 사용했다.

우리는 그 데이터를 수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계획하는 데 사용했다.

우리는 외부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했다.

외부 평가에 의해 유발된 자극은 우리 학교에서 매우 빨리 ‘없어져 버렸다’.

외부 평가에 의해 유발된 효과는 우리 학교에서 매우 빨리 ‘없어져 버렸다’.

예

아니요

SC 041Q01NA01

SC 041Q01NA02

SC 041Q02NA01

SC 041Q02NA02

SC 041Q03NA01

SC 041Q03NA02

SC 041Q04NA01

SC 041Q04NA02

SC 041Q05NA01

SC 041Q05NA02

SC 041Q06NA01

SC 041Q06NA02

SC 041Q07NA01

SC 041Q07NA02

영역 E: 학생 집단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교육 내용을 차등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학년 (중학교의 경우 3학년 ) 학생에 대한 귀교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학생들을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학급으로 편성한다.

학생들을 학급 내에서 능력별 소집단으로 편성한다.

전과목

일부 과목

해당과목 없음

SC 042Q01TA01

SC 042Q01TA02

SC 042Q01TA03

SC 042Q02TA01

SC 042Q02TA02

SC 042Q02TA03

귀교에서는 어떤 유급 정책이 시행됩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유급은 자유의사(예: 부모 동의나 요청)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학년 말에 최소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그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한다.

한 학년 전체를 반복할 필요 없이, 개별 과목만 재이수할 수 있다.

일정 횟수 이상 유급을 반복하게 되면, 해당 학교를 떠나도록 되어 있다.

유급은 교육부 또는 교육청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유급은 학교 정책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예

아니요

SC 043Q01NA01

SC 043Q01NA02

SC 043Q02NA01

SC 043Q02NA02

SC 043Q03NA01

SC 043Q03NA02

SC 043Q04NA01

SC 043Q04NA02

SC 043Q05NA01

SC 043Q05NA02

SC 043Q06NA01

SC 043Q06NA02

귀교에서 학업 실패의 위험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학업 실패의 위험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 상담사가 있다.

학기 중 의무적인 보충 수업을 제공한다.

학기 중에 보충 수업을 제공한다.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보충 수업을 제공한다.

학생이 학년을 반복(유급)하는 동안 보충 수업을 제공한다.

학생이 학년을 반복(유급)하는 동안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예

아니요

SC 044Q01NA01

SC 044Q01NA02

SC 044Q02NA01

SC 044Q02NA02

SC 044Q03NA01

SC 044Q03NA02

SC 044Q04NA01

SC 044Q04NA02

SC 044Q05NA01

SC 044Q05NA02

SC 044Q06NA01

SC 044Q06NA02

귀교에서 지난 학년도에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최종 학년 (3학년 )의 학생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졸업장은 학생이 대학교나 고등학교와 같은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하거나, 기술 및 직업 교육, 도제 교육을 받거나 취업하는 데 필요합니다.)
(숫자를 선택하시오. 만일 졸업장 없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전혀 없다면, ‘0’을 선택하시오.)

SC 045Q01NA01

0%

100%

Consistency check rule
Rule:

IF ^SC045Q01NA01 >=50

Message:

입력한 값이 50% 이상입니다. 다시 확인하시오.

귀교에는 1학년 (중학교의 경우 3학년 ) 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수업 (예 : 방과후학교 )에 관한 정책이 있습니까 ?
(하나를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SC 046Q01NA01

SC 046Q01NA02

Branching rule
Rule:

IF (^SC046Q01NA01=1) THEN GOTO ^SC047 ELSE GOTO ^SC048

귀교 , 교육청 또는 정부는 추가적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시오.)

교육청 또는 정부가 학생이 선택한 강사의 수업 비용을 부담한다.

교육청 또는 정부가 일대일 개인 지도를 해 주는 강사나 기관의 수업 비용을 부담한다.

우리 학교가 학생이 선택한 강사의 수업 비용을 부담한다.

우리 학교가 일대일 개인 지도를 해 주는 강사나 기관의 수업 비용을 부담한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추가적인 수업을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일부 강사들의 연락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강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우리 학교는 추가적인 수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 학교의 교사들은 근무 시간 이외(유상이든 무상이든)에 학생에게 추가적인 수업을 제공해도 된다.

우리 학교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학생에게 추가적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SC 047Q01NA01

SC 047Q02NA01

SC 047Q03NA01

SC 047Q04NA01

SC 047Q05NA01

SC 047Q06NA01

SC 047Q07NA01

SC 047Q08NA01

SC 047Q09NA01

SC 047Q10NA01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료로 추가적인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SC 047Q11NA01

귀교의 1학년 (중학교의 경우 3학년 ) 중에서 다음의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
(학생들이 여러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오.)
(해당되는 비율까지 슬라이더를 이동하시오.)

SC 048Q01NA01

어머니 또는 아버지 나라의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생
0%

100%

SC 048Q02NA01

특수 교육 대상 학생
0%

100%

SC 048Q03NA01

사회경제적 소외 계층의 학생
0%

100%

Branching rule
Rule:

IF (^SC001Q01TA02 = 1 OR ^SC001Q01TA04 = 1) THEN GOTO ^SC050 ELSE GOTO ^SC049

학교마다 문화적 다양성을 다루는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 다음 각 항목의 두 진술에 대해 귀교의 대다수 교사가 동의할 내용을 선택하시오 .
(다음 두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하시오.)

학교가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의
학생들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것은
그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에 유익하다.

학교가 한국어 보충 수업을 제공하는 것은
다중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학교
에서 그들의 차이를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결속력에는
가장 좋다.
학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는 문
화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학교 구조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 학교의 결속력에는 가장 좋다.

SC 049Q01NA01

SC 049Q02NA01

SC 049Q03NA01

SC 049Q04NA01

SC 049Q05NA01

학교가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의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규범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에 유익하다.
학교가 학생들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나라
의 언어 소양에 대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다중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학교가 학생들 사이에서 문화적 차이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학교의
결속력에는 가장 좋다.

학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학교의
기존 구조와 관행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언어적 다양성을 장려하는 것이
학교의 결속력에는 가장 좋다.

SC 049Q01NA02

SC 049Q02NA02

SC 049Q03NA02

SC 049Q04NA02

SC 049Q05NA02

Branching rule
Rule:

IF (^SC001Q01TA02 = 1 OR ^SC001Q01TA04 = 1) THEN GOTO ^SC050 ELSE GOTO ^SC051

귀교에서 얼마나 많은 교사가 다음 내용에 동의하겠습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전혀 없거나
거의 없음

어느 정도

많이

모두 또는
거의 모두

학교가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의 학생들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것은
그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에 유익하다.

SC 050Q01NA01

SC 050Q01NA02

SC 050Q01NA03

SC 050Q01NA04

학교가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의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규범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에 유익하다.

SC 050Q02NA01

SC 050Q02NA02

SC 050Q02NA03

SC 050Q02NA04

학교가 학생들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나라의 언어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다중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SC 050Q03NA01

SC 050Q03NA02

SC 050Q03NA03

SC 050Q03NA04

학교가 한국어 보충 수업을 제공하는 것은 다중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SC 050Q04NA01

SC 050Q04NA02

SC 050Q04NA03

SC 050Q04NA04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들의 차이를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결속력에는 가장 좋다.

SC 050Q05NA01

SC 050Q05NA02

SC 050Q05NA03

SC 050Q05NA04

학교가 학생들 사이에서 문화적 차이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학교의 결속력에는 가장 좋다.

SC 050Q06NA01

SC 050Q06NA02

SC 050Q06NA03

SC 050Q06NA04

학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는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학교 구조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SC 050Q07NA01

SC 050Q07NA02

SC 050Q07NA03

SC 050Q07NA04

학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학교의 기존 구조와 관행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SC 050Q08NA01

SC 050Q08NA02

SC 050Q08NA03

SC 050Q08NA04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 학교의 결속력에는 가장 좋
다.

SC 050Q09NA01

SC 050Q09NA02

SC 050Q09NA03

SC 050Q09NA04

학교에서 언어적 다양성을 장려하는 것이 학교의 결속력에는 가장 좋다.

SC 050Q10NA01

SC 050Q10NA02

SC 050Q10NA03

SC 050Q10NA04

다음의 내용들은 귀교의 다문화 교육을 반영합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한국에 있는 다문화 집단의 역사에 대해 배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한국에 있는 다문화 집단의 다양한 문화(예: 신념, 규범, 가치, 관습, 예술)에 대해 배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역사적, 사회적 사건들에 대한 다른 문화적 관점을 배운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도록 장려하는 활동과 동아리(예: 예술 모임)를 지원한다.

예

아니요

SC 051Q01NA01

SC 051Q01NA02

SC 051Q02NA01

SC 051Q02NA02

SC 051Q03NA01

SC 051Q03NA02

SC 051Q04NA01

SC 051Q04NA02

영역 F: 학습 환경과 교육과정

귀교는 1학년 (중학교의 경우 3학년 )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하여 다음을 제공합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학생들이 과제할 수 있는 공간

과제를 도와주는 교사 또는 보조 교사

예

아니요

SC 052Q01NA01

SC 052Q01NA02

SC 052Q02NA01

SC 052Q02NA02

이번 학년도에 , 1학년 (중학교의 경우 3학년 ) 학생들에게 다음의 활동을 제공하였습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단

교내 연극 또는 뮤지컬 반

학교 연감, 학교 신문, 교지 제작

자원 봉사 활동(예: 불우 이웃 돕기, 환경 보호 활동, RCY 등)

과학 동아리

과학 대회(예: 과학 경시대회, 과학 토론대회)

동아리(예: 바둑반, 장기반)

컴퓨터/정보 통신 기술 동아리

미술반 또는 미술 활동

스포츠 팀 또는 스포츠 활동

예

아니요

SC 053Q01TA01

SC 053Q01TA02

SC 053Q02TA01

SC 053Q02TA02

SC 053Q03TA01

SC 053Q03TA02

SC 053Q04TA01

SC 053Q04TA02

SC 053Q05NA01

SC 053Q05NA02

SC 053Q06NA01

SC 053Q06NA02

SC 053Q07TA01

SC 053Q07TA02

SC 053Q08TA01

SC 053Q08TA02

SC 053Q09TA01

SC 053Q09TA02

SC 053Q10TA01

SC 053Q10TA02

방송반

SC 053Q11TA01

SC 053Q11TA02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점심 급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귀교에 해당됩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한다.

우리 학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무상 급식을 제공한다.

우리 학교는 급식비를 받고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

우리 학교에는 구내 식당이 있다.

우리 학교에는 음식 자동판매기가 있다.

우리 학교에는 간이 매점이 있다.

우리 학교에는 균형 잡힌 점심에 대한 급식 정책이 있다.

예

아니요

SC 054Q01NA01

SC 054Q01NA02

SC 054Q02NA01

SC 054Q02NA02

SC 054Q03NA01

SC 054Q03NA02

SC 054Q04NA01

SC 054Q04NA02

SC 054Q05NA01

SC 054Q05NA02

SC 054Q06NA01

SC 054Q06NA02

SC 054Q07NA01

SC 054Q07NA02

귀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누가 지불합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교과서

수학 여행

해당 사항이 없다

학교에서
모든 학생의
비용을 보조한다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비용만 보조한다

학교에서
모든 학생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비용만 전액 지원한다

학생(또는 가족)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SC 055Q01NA01

SC 055Q01NA02

SC 055Q01NA03

SC 055Q01NA04

SC 055Q01NA05

SC 055Q01NA06

SC 055Q02NA01

SC 055Q02NA02

SC 055Q02NA03

SC 055Q02NA04

SC 055Q02NA05

SC 055Q02NA06

과학 교육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귀교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정책은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공식적인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과학 교사는 최소 월별 기준으로 상세화한 표준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한다.
학교에는 과학 수업에서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정책이 있다.
(예: 과학 수업 시간에서의 컴퓨터 사용 시간, 특정 과학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예

아니요

SC 056Q01NA01

SC 056Q01NA02

SC 056Q02NA01

SC 056Q02NA02

귀교는 수업 시간에 제공하는 정규 과학 수업 이외에도 추가적인 과학 수업을 제공합니까 ?
(하나를 선택하시오.)

예

아니요

SC 057Q01NA01

SC 057Q01NA02

Branching rule
Rule:

IF (^SC057Q01NA01=1) THEN GOTO ^SC058 ELSE GO TO ^SC059

과학 수업을 추가로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하나를 선택하시오.)

과학 심화 학습을 위하여

과학 보충 학습을 위하여

과학 심화 학습과 보충 학습 모두를 위하여

학생들의 사전 학업성취도 수준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SC 058Q01NA01

SC 058Q01NA02

SC 058Q01NA03

SC 058Q01NA04

다음 중 귀교의 과학부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다른 부서에 비해 과학부는 잘 갖춰져 있다.
만일 우리가 추가 지원금을 얻게 된다면
과학 과목 수업의 개선에 많은 부분이 할당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 집단 중 하나가 과학 과목 교사들이다.

비슷한 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학교에는 잘 갖춰진 실험실이 있다.

과학 과목 실습 활동을 위한 자료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

모든 수업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 자료가 충분하다.

과학 과목 수업을 지원하도록 돕는 별도의 실험실 직원이 있다.

우리 학교는 최신 과학 기자재 구입에 추가 비용을 지출한다.

예

아니요

SC 059Q01NA01

SC 059Q01NA02

SC 059Q02NA01

SC 059Q02NA02

SC 059Q03NA01

SC 059Q03NA02

SC 059Q04NA01

SC 059Q04NA02

SC 059Q05NA01

SC 059Q05NA02

SC 059Q06NA01

SC 059Q06NA02

SC 059Q07NA01

SC 059Q07NA02

SC 059Q08NA01

SC 059Q08NA02

귀교의 과학 교육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동의합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우리 학교는 과학부 때문에 좋은 평판을 받는다.

우리 학교는 훌륭한 과학부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우리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훌륭한 과학부 때문이다.

훌륭한 과학부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학교의 과학부는 학교 명성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최상의 과학 교육을 제공하는 데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과학부에 대한 부모님들의 견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예

아니요

SC 060Q01NA01

SC 060Q01NA02

SC 060Q02NA01

SC 060Q02NA02

SC 060Q03NA01

SC 060Q03NA02

SC 060Q04NA01

SC 060Q04NA02

SC 060Q05NA01

SC 060Q05NA02

SC 060Q06NA01

SC 060Q06NA02

SC 060Q07NA01

SC 060Q07NA02

영역 G: 학교 분위기

귀교에서는 다음의 문제들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습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학생의 무단 결석

학생의 수업 불참

교사에 대한 학생의 존경심 부족

학생의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학생들 간의 괴롭힘 또는 폭력 문제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사

교사의 장기 결근

변화나 개혁에 저항하는 교직원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교사

교사의 수업 준비 부족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SC 061Q01TA01

SC 061Q01TA02

SC 061Q01TA03

SC 061Q01TA04

SC 061Q02TA01

SC 061Q02TA02

SC 061Q02TA03

SC 061Q02TA04

SC 061Q03TA01

SC 061Q03TA02

SC 061Q03TA03

SC 061Q03TA04

SC 061Q04TA01

SC 061Q04TA02

SC 061Q04TA03

SC 061Q04TA04

SC 061Q05TA01

SC 061Q05TA02

SC 061Q05TA03

SC 061Q05TA04

SC 061Q06TA01

SC 061Q06TA02

SC 061Q06TA03

SC 061Q06TA04

SC 061Q07TA01

SC 061Q07TA02

SC 061Q07TA03

SC 061Q07TA04

SC 061Q08TA01

SC 061Q08TA02

SC 061Q08TA03

SC 061Q08TA04

SC 061Q09TA01

SC 061Q09TA02

SC 061Q09TA03

SC 061Q09TA04

SC 061Q10TA01

SC 061Q10TA02

SC 061Q10TA03

SC 061Q10TA04

귀교의 교사들에 대한 다음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 합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교사들의 사기가 높다.

교사들은 열의를 가지고 일한다.

교사들은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교사들은 학업 성적을 중요시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SC 062Q01TA01

SC 062Q01TA02

SC 062Q01TA03

SC 062Q01TA04

SC 062Q02TA01

SC 062Q02TA02

SC 062Q02TA03

SC 062Q02TA04

SC 062Q03TA01

SC 062Q03TA02

SC 062Q03TA03

SC 062Q03TA04

SC 062Q04TA01

SC 062Q04TA02

SC 062Q04TA03

SC 062Q04TA04

다음 중 귀교의 학부모 참여와 관련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우리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교의 전반적 활동에 대해 학부모 참여를 요청한다.

우리 학교는 학부모 참여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

우리 학교는 학생 발전과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와 가정 간의 효과적인 연계 및 대화를 조직한다.

우리 학교는 학교 의사결정에 학부모를 참여시킨다.

우리 학교는 부모 교육(예: 가족을 위한 독서나 쓰기 특강)이나 가족 지원(예: 건강이나 영양 교실)을 제공한다.
우리 학교는 가정에서 학생의 과제나 기타 교육 활동, 학업 계획 등에 대해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한
다.
우리 학교는 학교 프로그램, 가족 지원, 학생의 학습과 발달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자원과 서비스를 확인하고 통합한다.

우리 학교는 학생 성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제공한다.

학교 활동에 대한 부모의 참여를 규정한 시·도 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 법규가 있다.

예

아니요

SC 063Q01NA01

SC 063Q01NA02

SC 063Q02NA01

SC 063Q02NA02

SC 063Q03NA01

SC 063Q03NA02

SC 063Q04NA01

SC 063Q04NA02

SC 063Q05NA01

SC 063Q05NA02

SC 063Q06NA01

SC 063Q06NA02

SC 063Q07NA01

SC 063Q07NA02

SC 063Q08NA01

SC 063Q08NA02

SC 063Q09NA01

SC 063Q09NA02

지난 학년도 동안 다음의 학교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
(해당되는 지점까지 슬라이더를 이동하시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가 없다면 ‘0’을 선택하시오. 모든 학부모가 참여했다면 ‘100’을 선택하시오.)

SC 064Q01TA01

자녀의 학업 향상에 대하여 교사와 자발적
으로 의논하였다.

0%

100%

SC 064Q02TA01

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자녀의 학업 향상
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0%

100%

SC 064Q03TA01

학부모 육성회나 학교 운영위원회와 같은
학교 내 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신체 활동 또는 교과 외 활동에 자원하였
다(예: 건물 유지 보수, 목공일, 정원 또는
운동장 작업, 학교 연극, 스포츠, 현장 학
습 등).

자원하여 학교 활동을 지원하였다(예: 학
교 도서관, 미디어 센터, 구내식당, 보조
교사, 초청 강사).

0%

100%

SC 064Q04NA01

0%

100%

SC 064Q05NA01

0%

100%

SC 064Q06TA01

학교를 위한 기금 마련을 도왔다.
0%

100%

다음 중 귀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하나를 선택하시오.)

학교 측은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학업성취도 기준을 매우 높게 정해서 학생들이 이에 도달하도록 해 달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이 더 높은 학업성취도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 달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학생들이 더 높은 학업성취도 기준에 도달하게 해 달라고 학교 측에 압력을 가하는 학부모가 거의 없다.

SC 065Q01TA01

SC 065Q01TA02

SC 065Q01TA03

귀교에서는 과학 수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협력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
(각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과학 수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도움을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과학 교사들을 특별히 격려한다.

과학 교사는 수시로 학부모 면담을 한다.

우리 학교는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과학 단체들과 협력한다.
과학 기술 부문의 기업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그들의 전문성을 공유하도
록 한다.

예

아니요

SC 066Q01NA01

SC 066Q01NA02

SC 066Q02NA01

SC 066Q02NA02

SC 066Q03NA01

SC 066Q03NA02

SC 066Q04NA01

SC 066Q04NA02

SC 066Q05NA01

SC 066Q05NA02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