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전국 학력・학습상황 조사

보호자 설문조사

〔초등학교〕

본 조사는 문부과학성이 실시하는 ‘2021년도 전국 학력・학습상황 조사’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를 두신 보호자 분을 대상으로 평소 자녀와의 관계와

교육에 대한 보호자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국 학력・

학습상황 조사 데이터와 통합해 분석하여 일본의 교육시책 개선에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조사는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님을 대신하는 보호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성함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설문조사의 집계는 통계적으로 처리하며 개인이나

학교를 특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설문용지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된 콜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설문 응답을 마치신 후에는 동봉된 제출용 봉투에 넣어서 봉하신 뒤 제출기한 *까지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기한은 이 설문용지가 들어 있던 봉투 및 동봉된 의뢰서와 제출용 봉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포함한 전국 학력・학습상황 조사 데이터는, 교육시책의 추가 개선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식견을 얻기 위해 연구자 등에 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취급에

있어서는 지식인들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처리하며

개인이나 학교를 특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조사에 협조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아래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의 □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설문용지를 그대로 제출용 봉투에 넣어 봉하신 뒤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조사에 협조할 수 없음

韓国語

個人番号シー

ルをここに貼

付してくださ

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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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설문용지의 조사 대상이 되는 자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번호 하나에 ○표시를 해 주십니오. 

또한 필요한 곳에는 답변을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１）자녀와 당신과의 관계를 알려 주십시오.

（２）자녀의 성별을 알려 주십시오.

（３）자녀의 시점에서 형제, 자매의 수(실제 인원)를 □안에 기입해 주십시오.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는 ｢0｣을 기입해 주십시오.)

형/오빠 명 누나/언니 명

남동생 명 여동생 명

설문조사 응답 전 부탁말씀

●이 설문에서 ‘자녀’란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를 가리킵니다. 아래 설문에서는

이 설문용지의 대상이 되는 자녀에 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쌍둥이 형제, 자매 등으로 이 설문용지를 두 세트 이상 받으셨을 경우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각각의 자녀에 대해 따로 답변을 작성해 주십시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

가능한 범위에서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택지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１
１

설문 시작１

자녀의 형제 수

１．아버지 ２．어머니 ３．할아버지 ４．할머니 ５．기타

１．남자 ２．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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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분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자녀 시점에서의 가족관계로 답해 주십시오. 단신 부임 등으로 장기간 부재중인

분이어도 ○표시를 해 주십시오.)

（５）현재 아버지(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 혹은 어머니(또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분)는 단신 부임중입니까? 해당하는 번호 하나를 골라 ○표시를 해 주십시오. 

(자녀 시점에서의 가족관계로 답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안 계실 경우에는 응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１．네 ２．아니요

【어머니】 １．네 ２．아니요

１．아버지 ２．어머니 ３．할아버지 ４．할머니

５．형/오빠 ６．누나/언니 ７．남동생 ８．여동생

９．그 밖의 친족 １０．친족 이외의 동거자



3

가정에서 자녀의 평소 모습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번호 하나를

골라 ○표시를 해 주십시오.

（１）자녀는 평소(학교 가는 날), 몇 시 쯤에 일어납니까? 또, 몇 시 쯤에 잡니까? 

각각 해당하는 번호 하나를 골라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일어나는 시간

１ 오전 5시 전

２ 오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

３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사이

４ 오전 6시부터 6시 30분 사이

５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사이

６ 오전 7시부터 7시 30분 사이

７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사이

８ 오전 8시부터 8시 30분 사이

９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사이

１０ 오전 9시 이후

１１ 정해진 시간 없음

자는 시간

１ 오후 9시 전

２ 오후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３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사이

４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５ 오후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

６ 오후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

７ 오후 11시 30분부터 12시 사이

８ 오전 12시부터 12시 30분 사이

９ 오전 12시 30분부터 1시 사이

１０ 오전 1시 이후

１１ 정해진 시간 없음

（２）자녀는 평소(학교 가는 날), 아침 식사를 합니까?

１．매일 먹는다. ３．일주일에 3번 또는 4번 안 먹을 때가 있다.

２．일주일에 1번 또는 2번 안 먹을 때가 있다. ４．안 먹는다.

２

자녀의 평소 모습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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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기다린다

２．굳이 말하자면 기다린다

３．굳이 말하자면 기다리지 않는다

４．기다리지 않는다

（４）자녀는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１．만족한다

２．굳이 말하자면 만족한다

３．굳이 말하자면 만족하지 않는다

４．만족하지 않는다

（５）자녀는 학급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１．만족한다

２．굳이 말하자면 만족한다

３．굳이 말하자면 만족하지 않는다

４．만족하지 않는다

（６）자녀는 학교 수업시간 외에 평소(학교 가는 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까? (학습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나 가정교사 선생님께 배우는 시간, 

ICT기기를 활용해 인터넷 컨텐츠로 배우는 시간도 포함)

４．30분 이상 1시간 미만１．3시간 이상

２．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３．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５．30분 미만

６．전혀 안 함

（７）자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학교에 가지 않는 날 하루에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학습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나 가정교사 선생님께 배우는 시간, ICT기기를 활

용해 인터넷컨텐츠로 배우는 시간도 포함)

１．4시간 이상

２．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３．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４．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５．1시간 미만

６．전혀 안 함

（３）자녀는 학교 가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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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습니까?

３．그다지 정해져 있지 않다１．정해져 있다

２．굳이 말하자면 정해져 있다 ４．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９）자녀는 평소(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DVD를 보거나 듣거나 합니까? (공부를 위해 텔레비전이나 비디오・DVD를 보는

시간, 텔레비전 게임을 하는 시간은 제외)

４．1시간 이상 2시간 미만１．4시간 이상

２．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３．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５．1시간 미만

６．전혀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음

（１０）자녀는 평소(학교 가는 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게임(컴퓨터게임, 

휴대용게임기・스마트폰 등의 게임을 포함)을 합니까?

４．1시간 이상 2시간 미만１．4시간 이상

２．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３．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５．1시간 미만

６．전혀 안 함

（１１）자녀는 평소(학교 가는 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합니까?

１．3시간 이상

２．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３．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４．1시간 미만

５．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나 평소에는 사용 안 함

６．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음

（８）자녀는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나 게임을 하는 시간 등 가족과 정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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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２）자녀는 평소(월요일부터 금요일) 집에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ICT 기기를 공부를 위해 사용합니까?

１．3시간 이상

２．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３．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４．30분 이상 1시간 미만

５．

６．

（１３）자녀는 집에서 컴퓨터 등의 ICT 기기를 숙제를 하거나 학습 사이트, 학습 소프

트 이용을 위해 얼마나 사용합니까?

１．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거의 사용 안 함 ４．거의 매일 사용함

２．한 달에 1～2번 사용함 ５．매일 사용함

３．일주일에 1～2번 사용함

（１４）자녀는 평소(학교 가는 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독서를 합니까? (교과서, 

참고서, 만화, 잡지는 제외)

１．2시간 이상 ４．10분 이상 30분 미만

２．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５．10분 미만

３．30분 이상 1시간 미만 ６．전혀 안 함

７．

30분 미만

전혀 사용 안 함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ICT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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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또는 과거의 생활에 있어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번호 하나를 골라 ○표시를 해 주십시오.

（１）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다닌 시설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복수의

시설에 다닌 경우는 마지막에 다닌 시설을 답해 주십시오.)

４．인가 외의 시설

５．기타

１．유치원

２．보육소(보육원）

３．유보연계형인정 어린이집 ６．아무데도 다니지 않았음

(유치원 기능과 보육원 기능을 합한 단일시설)   

（２）자녀는 몇 살부터 취학전 교육 시설(유치원이나 보육소(보육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５．4살

６．5살

７．아무데도 다니지 않았음

１．0살

２．1살

３．2살

４．3살

（３）자녀는 4살 때,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취학전 교육 시설(유치원이나

보육소(보육원))에 다녔습니까?

５．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６．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７．12시간 이상

１．0시간

２．4시간 미만

３．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４．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4)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시기에 그림책 등을 얼마나 읽어 줬습니까?

４．한 달에 1일에서 3일

５．거의 읽어주지 않았다

１．거의 매일

２．일주일에 3일에서 4일

３．일주일에 1일에서 2일

３

자녀를 대하는 방식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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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소(학교 가는 날) 자녀와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② 평소(학교 가는 날) 자녀와 학교 공부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③ 평소(학교 가는 날) 자녀와 장래나 진로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④ 평소(학교 가는 날) 자녀와 사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⑤ 계획적으로 공부하도록 자녀를 격려한다

⑥ 자녀에게 독서를 권한다 (독서에는 책과

잡지, 신문, 전자서적을 포함)

⑦ 자녀가 잘못하면 확실하게 야단친다

⑧ 자녀의 좋은 면을 칭찬해 자신감을 가질수

있도록 한다

⑨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해 규칙이나

약속을 지키도록 권장한다

⑩ 텔레비전게임(컴퓨터게임, 휴대용게임기,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게임도 포함)

을 하는 시간을 제한한다

（６）

① 자녀를 도서관에 데리고 갔다

② 자녀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데리고 갔다

③ 자녀를 뮤지컬이나 클래식콘서트에 데리고

갔다

④ 자녀를 여행에 데리고 갔다

작년 1년간을 되돌아봤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①～④ 각각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 하나를 골라 ○표시를 해 주십시오. 

（５）당신의 가정에서는 현재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⑩

각각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 하나를 골라 ○표시를 해 주십시오.

１ ――― ２ ――― ３ ――― ４ ―――

항 상

한 다

１ ――― ２ ――― ３ ――― ４ ―――

가 끔

한 다

별로 하지

않 는 다

자 주

한 다

전혀 하지

않 는 다

１ ――― ２ ――― ３ ――― ４ ―――

１ ――― ２ ――― ３ ――― ４ ―――

１ ――― ２ ――― ３ ――― ４ ―――

１ ――― ２ ――― ３ ――― ４ ―――

１ ――― ２ ――― ３ ――― ４ ―――

１ ――― ２ ――― ３ ――― ４ ―――

１ ――― ２ ――― ３ ――― ４ ―――

한 달에

1 번 이상

2～3 개월에

1 번

6 개 월 에

1 번

1 년에

1 번

데리고 가지

않 았 다

１ ――― ２ ――― ３ ――― ４ ―――

１ ――― ２ ――― ３ ――― ４ ―――

１ ――― ２ ――― ３ ――― ４ ―――

１ ――― ２ ――― ３ ――― ４ ―――

１ ――― ２ ――― ３ ――― ４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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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에 관한 생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１）당신은 자녀가 어느 단계의 학교까지 진학하기 바라십니까? 현재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하나 골라 ○표를 해 주십시오.

１．중학교까지

２．고등학교까지

３．전문학교까지(고등학교 졸업후에 진학하는 곳)

４．고등전문학교・단기대학까지

５．대학교까지

６．대학원까지

７．기타

（２）당신은 장래에 자녀가 유학(해외학교로의 진학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현재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하나 골라 ○표를 해 주십시오.

１．그렇다

２．굳이 말하자면 그렇다

３．굳이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４．그렇지 않다

４

자녀 교육에 관한 생각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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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당신은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② 각 항목에 해당하는 번호 하나를

골라 ○표를 하십시오.

① 학교 생활이 즐겁다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② 자녀가 가능한 고학력이기를 바란다

（４）이 설문의 조사 대상이 되는 자녀 1명에게 학교 이외의 교육(학습 학원이나

예체능 학원)에 지출하는 한 달 평균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하는 번호

하나를 골라 ○표를 하십시오.

１．전혀 지출하지 않는다 ５．2만엔 이상～3만엔 미만

２．5천엔 미만 ６．3만엔 이상～5만엔 미만

３．5천엔 이상～1만엔 미만 ７．5만엔 이상

４．1만엔 이상～2만엔 미만

（５）자녀는 지방공공단체나 NPO법인 등이 무상으로 시행하는 학습지원으로 공부하

고 있습니까?

１．네 ２．아니요

・・・・・・・・・・・・・・・・・・・・・・・・・・・・・・・

・・・・・・・・・・・・・ １ ――― ２ ――― ３ ――― ４

１ ――― ２ ――― ３ ――― ４

그렇지

않 다
굳이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굳이 말하자면

그 렇 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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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자녀가 ①（입학 전）에서 ③（현재）의 시기에 온라인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참가해서 배운 것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 모두에 ○표를 하십시오.

아
무
것
도

하
지

않
았
다

학
습
학
원(

진
학
이
나

보
충
학
습
을

위
한

학
원)

영
어
회
화, 

영
어
교
실

서
예, 

붓
글
씨, 
주
산

가
정
교
사

통
신
교
육
・
통
신
첨
삭

스
포
츠(

수
영, 

축
구, 

댄
스, 

가
라
테, 

체
조
교
실

등)
예
술(

음
악, 

악
기, 

그
림, 

만
들
기, 

발
레, 

꽃
꽂
이, 

다
도

등)

①：초등학교 입학 이전 ⇒ １ ２ ３ ４ ５ ６ ７ ８

②：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 １ ２ ３ ４ ５ ６ ７ ８

③：초등학교 6학년(현재) ⇒ １ ２ ３ ４ ５ ６ ７ 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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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니는 학교, 지역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번호

하나를 골라 ○표를 하십시오.

（１）자녀의 학교 친구 이름을 몇 명 정도 알고 있습니까?

１．없다 ２．1명에서 10명 ３．11명에서 20명 ４．21명 이상

（２）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는 자녀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１．없다 ２．1명에서 2명 ３．3명에서 4명 ４．5명 이상

（３）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마음 편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학부모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１．없다 ２．1명에서 5명 ３．6명에서 10명 ４．11명 이상

（４）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자녀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는 제외)

１．없다 ２．1명에서 5명 ３．6명에서 10명 ４．11명 이상

（５）작년 1년간을 되돌아봤을 때 당신 자신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번호를 하나 골라 ○표 하십시오.

① 수업참관에 참가했다

② 학교행사(운동회나 음악회 등)에 참가했다

③ PTA활동에 임원이나 위원으로 참가했다

④ 학급・학교 봉사활동(책 읽어 주기, 채점, 

과외활동의 인솔보조 등)에 참가했다 ・

１ ――― ２ ――― ３ ――― ４

１ ――― ２ ――― ３ ――― ４

１ ――― ２ ――― ３ ――― ４

１ ――― ２ ――― ３ ――― ４

５

자녀가 다니는 학교 , 지역에 대해 ５

가 끔

했다

별로 하지

않 았 다

전 혀

하지 않았다

항 상

했 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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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자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 골라 ○표 하십시오.

（１）당신은 일주일 동안 집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합니까?

① TV로 뉴스를 본다

② 독서를 한다(독서에는 책과 잡지, 전자서적을 포함)

③ 신문을 읽는다

④ 컴퓨터나 태블릿PC를 사용한다

（２）당신의집에는다음과같은물건이있습니까?

① 자녀용 핸드폰, 스마트폰 １．있다 ２．없다

② 자녀용 컴퓨터 또는 태블릿PC １．있다 ２．없다

③ 자녀방 １．있다 ２．없다

④ 자녀용 책상 １．있다 ２．없다

⑤ 게임기 １．있다 ２．없다

⑥ 가족이 공유하는컴퓨터 또는 태블릿PC １．있다 ２．없다

⑦ 인터넷 회선 １．있다 ２．없다

⑧ 피아노 １．있다 ２．없다

⑨ 정기구독하는신문(전자신문도포함) １．있다 ２．없다

⑩ 식기세척기(자동식기세척기) １．있다 ２．없다

６

설문 응답자에 대해６

１ ――― ２ ――― ３ ――― ４

１ ――― ２ ――― ３ ――― ４

１ ――― ２ ――― ３ ――― ４

１ ――― ２ ――― ３ ――― ４

거의 하지

않 는 다

일주일에

1 ～ 2 일

일주일에

2 ～ 3 일거의 매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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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당신의 집에는 약 몇 권 정도의 책이 있습니까? 책장1미터당 약 40권의 책이

들어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자서적이나 잡지, 신문, 아동용 서적은 제외)

１．０～１０권 ４．１０１권～２００권

２．１１권～２５권 ５．２０１권～５００권

３．２６권～１００권 ６．５０１권보다 많음

１．０～１０권 ４．５１권～１００권

２．１１권～２５권 ５．１０１권보다 많음

３．２６권～５０권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번호 하나를 골라 ○표

하십시오.

（１）자녀의 아버지(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의 연령을 알려 주십시오.

(안 계실 경우에는 응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１．２４세 이하 ５．４０～４４세

２．２５～２９세 ６．４５～４９세

３．３０～３４세 ７．５０～５９세

４．３５～３９세 ８．６０세 이상

７

가족에 대해７

（４）당신의 집에는 약 몇 권 정도의 아동용 서적이 있습니까?(전자서적이나 잡지, 

신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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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자녀의 어머니(또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분)의 연령을 알려 주십시오.

(안 계실 경우에는 응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１．２４세 이하 ５．４０～４４세

２．２５～２９세 ６．４５～４９세

３．３０～３４세 ７．５０～５９세

４．３５～３９세 ８．６０세 이상

（３）자녀의 아버지(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의 현재 직업을 알려 주십시오.

(안 계실 경우에는 응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１．정규직

２．비정규직

３．자영업・가업을 돕고 있음

４．파트타임・ 아르바이트

５．무직

６．기타

（４）자녀의 아버지(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의 현재의 주된 업무는 무엇입니까?

(안 계실 경우나 (3)에서 ｢5.무직｣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응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１．관리직

２．전문직・기술직

３．사무직

４．판매직

５．서비스직

６．보안 업무

７．농림어업

８．생산직

９．수송업・기계운전 업무

１０．건설・발굴업무

１１．운반・청소・포장 등의 업무

１２．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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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자녀의 아버지(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와 같은 회사・조직에서 일하는 분은

몇 명입니까? 본인이 속한 부서가 아닌 회사・조직 전체로 대답해 주십시오. 

아버지(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 본인, 종업원으로 일하는 가족,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 등 일하는 모든 분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성, 청과 같은

국가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공립학교 교사, 소방서 직원

등)는 관공청에 ○표를 해 주십시오. 단, 공사는 관공청이 아닙니다.(안 계실

경우나 (3)에서 ｢5.무직｣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응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１．１명 ７．３００～４９９명

２．２～４명 ８．５００～９９９명

３．５～９명 ９．１ ０００～１ ９９９명

４．１０～２９명 １０．２ ０００～９ ９９９명

５．３０～９９명 １１．１만 명 이상

６．１００～２９９명 １２．관공청

（６）자녀의 어머니(또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분)의 현재 직업을 알려 주십시오.

(안 계실 경우에는 응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１．정규직

２．비정규직

３．자영업・가업을 돕고 있음

４．파트타임・아르바이트

５．무직

６．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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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자녀의 어머니(또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분)의 현재의 주된 업무는 무엇입니까?

(안 계실 경우나 (６)에서 ｢5.무직｣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응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１．관리직

２．전문직・기술직

３．사무직

４．판매직

５．서비스직

６．보안 업무

７．농림어업

８．생산직

９．수송업・기계운전 업무

１０．건설・발굴업무

１１．운반・청소・포장 등의 업무

１２．기타

（８）자녀의 어머니(또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분)와 같은 회사・조직에서 일하는 분은

몇 명입니까? 본인이 속한 부서가 아닌 회사・조직 전체로 대답해 주십시오. 

어머니(또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분) 본인, 종업원으로 일하는 가족,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 등 일하는 모든 분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성, 청과 같은

국가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공립학교 교사, 소방서 직원

등)는 관공청에 ○표를 해 주십시오. 단, 공사는 관공청이 아닙니다.

(안 계실 경우나 (６)에서 ｢5.무직｣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응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１．１명 ７．３００～４９９명

２．２～４명 ８．５００～９９９명

３．５～９명 ９．１ ０００～１ ９９９명

４．１０～２９명 １０．２ ０００～９ ９９９명

５．３０～９９명 １１．１만 명 이상

６．１００～２９９명 １２．관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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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당신의 가족 전체의 세대수입(세금 포함한 연수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１．１００만엔 미만 ８．７００만엔 이상８００만엔 미만

２．１００만엔 이상２００만엔 미만 ９．８００만엔 이상９００만엔 미만

３．２００만엔 이상３００만엔 미만 １０．９００만엔 이상１ ０００만엔 미만

４．３００만엔 이상４００만엔 미만 １１．１ ０００만엔 이상１ ２００만엔 미만

５．４００만엔 이상５００만엔 미만 １２．１ ２００만엔 이상１ ５００만엔 미만

６．５００만엔 이상６００만엔 미만 １３．１ ５００만엔 이상

７．６００만엔 이상７００만엔 미만

（１０）자녀의 아버지(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의 최종학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１．초등학교・중학교・중등교육학교 ６．전문학교

２．고등학교 ７．대학교

３．고등전수학교 ８．대학원

４．단기대학 ９．기타

５．고등전문학교

（１１）자녀의 어머니(또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분)의 최종학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１．초등학교・중학교・중등교육학교 ６．전문학교

２．고등학교 ７．대학교

３．고등전수학교 ８．대학원

４．단기대학 ９．기타

５．고등전문학교

（１２）자녀와 자녀의 아버지(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 어머니(또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분)가 태어난 나라는 어디입니까?

① 자녀 １．일본 ２．외국

② 자녀의 아버지(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 １．일본 ２．외국

③ 자녀의 어머니(또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분) １．일본 ２．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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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지역,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번호 하나를

골라 ○표를 하십시오

（１）학교는 자녀의 성장에 대해 도움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１．잘 제공한다 ３．별로 제공하지 않는다

２．굳이 말하자면 제공한다 ４．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１．알려준다 ３．굳이 말하자면 알려주지 않는다

２．굳이 말하자면 알려준다 ４．알려주지 않는다

작년(2020년) 4월에서 5월 경(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로 많은 학교가

임시휴교를 한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１）휴교기간 중에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들을 조사 대상인 자녀에게 얼마나

했습니까? ①～⑧ 각각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 하나에 ○표를 하십시오.

① 학교 공부를 도왔다

②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물었다

③ 학습 계획 세우는 것을 도왔다

④ 온라인 학습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⑤ 학교 과제를 했는지 확인했다

⑥ 새로운 학습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⑦ 학교 교재와는 별도의 학습 교재

찾는 것을 도왔다

⑧ 학교 과제와는 별도의 내용에 대해 가르쳤다

여러 번 일주일에

1 ～ 2 번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전혀 안 함

・・・・・・・・・・・・・・・・・・・・・・・・・・・・

・・・・・・・・・・・・・・・・・・

・・・・・・・・・・・・・・・・・

・・・・・・・・・・・・・・・・・・・・・・・・・・・・・・・・・

・・・・・・・・・・・・・・・・・・

・・・・・・・・・・・・・

・・・・・・・・・・・・・・・・・・・・・・・・・・・・・・

・・・

１ ――― ２ ――― ３ ――― ４

１ ――― ２ ――― ３ ――― ４

１ ――― ２ ――― ３ ――― ４

１ ――― ２ ――― ３ ――― ４

１ ――― ２ ――― ３ ――― ４

１ ――― ２ ――― ３ ――― ４

１ ――― ２ ――― ３ ――― ４

１ ――― ２ ――― ３ ――― ４

８

학교와 지역,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８

９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대해９

（２）숙제나 과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자녀를 도와 주면 좋은지 학교에서 알려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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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이었습니까? 시기에 따라 다른 경우는 평균적인 대략의 시간을 대답해

주십시오.

（３）자녀는 학교 휴교기간 중에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3．

2．

충분히 이해 했다

거의 이해 했다 4．

별로 이해하지 못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４）휴교기간 중에 자녀가 제출한 숙제에 대한 선생님의 대응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돌려 받은(채점이나 해설, 코멘트 등) 숙제는

평소와 비교해서 어땠습니까?

1．평소보다 매우 꼼꼼하게 봐 주셨다

2．평소보다 좀더 꼼꼼하게 봐 주셨다

3．평소에 비해 그다지 꼼꼼하게 봐 주시지 않았다

4．평소에 비해 전혀 꼼꼼하게 봐 주시지 않았다

（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휴교기간 이후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까?

1．높아졌다 3．굳이 말하자면 낮아졌다

2．굳이 말하자면 높아졌다 4．낮아졌다

（２） 학교 휴교기간 중에 학교에서 내준 1일 과제(숙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1．거의 과제(숙제)가 없었다 6．3시간 정도

2．30분 정도 7．4시간 정도

3．1시간 정도 8．5시간 정도

4．1시간 30분 정도 9．6시간 정도

5．2시간 정도 10．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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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새로 다니게 했습니까?

1．학습 학원에 새로 다니게 했다

2．예체능 학원에 새로 다니게 했다

3．둘 다(학습 학원, 예체능 학원)에 새로 다니게 했다

4．아무것도 새로 다니게 하지 않았다

（７）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을 계기로 당신과 학교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늘었습니까?

1．늘었다 3．굳이 말하자면 줄었다

2．굳이 말하자면 늘었다 4．줄었다

（６）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휴교기간 이후 자녀를 학습 학원이나 예체능

이것으로 설문을 모두 마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용지는 동봉된 제출용 봉투에 넣어 봉하신 뒤 자녀 등을 통해서

제출기한까지 학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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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호자 설문조사 콜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보호자 설문조사 콜센터

０３ -６２２１ -２９５６
접수기간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접수기간 6월 1일(화)～7월 16일(금)

 본 전화번호는 IP 전화기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

전화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휴대폰은 이용 가능합니다.

 콜센터는 일본어로만 문의 가능합니다.

 본 콜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는 목적 외의 이용은 하지

않습니다.

※ 청각 장애가 있으시거나 전화로 문의가 곤란하신 분은 이메일로 문의를 받습니다. 

이메일 연락처는 학교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