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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문화 인식조사 결과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0월 4일(화)~ 10월 17일(월)까지 진행된 2022 학교문화 인식조사 결과를 교육공

동체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과를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선단초등학교의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조사 기간 : 2022.10. 4.(화)∼ 10. 17.(월)

   2. 참여 대상 : 본교 5-6학년 표집학급 학생 및 학부모, 전 교직원

   3. 설문 결과

   가. 설문 참여 현황

  

구분 학생 학부모 교직원 계

참여자 수(단위: 명) 98 30 37 162

  나. 영역별 조사 결과

  

                 영역

 구분        
학교문화 영역 교육과정 운영 영역 종합

선단초등학교 4.16 4.04 4.11
경기도 전체 4.16 4.06 4.11

  다. 지표별 세부 결과

  

영역 지표 종합 
결과

대상별 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
문화

학교의 비전을 함께 만드는 문화형성 4.13 3.91 4.2 4.65

학교 구성원을 교육 주체로 인정 4.2 4.01 4.23 4.65

상호존중 4.32 4.09 4.6 4.68

상호 협력적 의사소통 4.17 3.99 4.37 4.49

시민적 가치의 공유 4.2 3.98 4.27 4.73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 인식 및 실천 의지 4.11 3.88 4.13 4.68

학교자치기구 운영 4.1 3.87 4.17 4.65

학교자치기구 협의사항 반영 4.12 3.87 4.27 4.65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한 참여 4.16 3.94 4.23 4.68

자치역량 함양 4 3.69 4.23 4.59

자치역량 발휘 4.07 3.86 4.13 4.54

공동체 규범 4.36 4.22 4.43 4.68

<다음 쪽에 계속>



    

영역 지표 종합 
결과

대상별 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 참여 기회 보장 4.12 3.91 4.23 4.57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 참여 기회 보장 4.27 4.12 4.27 4.65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4.08 3.91 4.1 4.51

지역과 협력하는 시민교육 3.99 3.71 4.2 4.57

역량 중심 인성교육 4.02 3.83 4.03 4.51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조성 3.88 3.65 3.87 4.49

디지털 사회 시민성 교육 4 3.78 4.03 4.54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시민교
육

3.95 3.66 4.1 4.57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4.08 3.93 4.17 4.41

  라. 학교 교원업무정상화 실천 설문 결과

   

문항 내용
점수(결과)

학교 경기도 
전체

1) 우리 학교는 학교업무정상화 협의회를 통하여 민주적인 업무 분장을 
하고 있다.

4.4 4.2

2) 우리 학교의 학교(인사)조직은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습조직화(전문
적 학습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4.6 4.4

3) 우리 학교는 교무행정업무팀이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4 4.2

4) 우리 학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장부를 폐지하고 수기 장부를 전자화
를 추진하고 있다.

4.5 4.3

5) 우리 학교는 전시성 행사, 실적 위주 사업 폐지 및 축소 등 학교업
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4 4.2

6) 우리 학교는 결재라인 간소화, 위임전결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4.7 4.4

7) 우리 학교는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되었다. 4.4 4.1

8) 우리 학교는 학교업무정상화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4.6 4.3

종합 4.49 4.25

2022년 11월 23일

선 단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