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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2학기 체험학습 장소와 현 1학년 학생들이 내년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수학여행(체험학습)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도 동일하게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미 발송된 문자를 통해 미리 설문에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른쪽 QR코드로
참여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코드 스캔 뒤 설문조사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직 먼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미리 잘 준비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설문 참여가 어려우신 학부모님들은

아래 가정통신문에 답변을 작성하셔서 종이로 6/7(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 2일

가 평 중 학 교 장

(직 인 생 략 )

< 2학기 체험학습 및 2학년 수학여행(체험학습)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 이미 문자 발송 때 설문조사에 참여하셨거나 위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조사에 이미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은
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설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학부모님들만 아래 답에 표시하셔서 제출

1학년 (

부탁드립니다.

)반 (

)번

(

)학생 학부모님

1. 이번 1학기 우리고장 알기 체험학습(6/27, 6/28)은 우리고장알기 체험학습으로 가평 지역 관내로 가지만,
대신 1학년 2학기(10월 21일)에는 가평 밖으로 체험학습을 갈 예정입니다.
자녀들이 2학기 체험학습 장소로 가기를 원하는 곳은? (
① 자연과 만남(산, 숲, 강..)

)

② 놀이공원체험(롯데월드 등..)

③ 문화공연 관람(연극, 뮤지컬, 영화 등)

2. 자녀가 "내년에 2학년이 되었을 때" 수학여행(체험학습) 가길 원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
① 봄(5월)

② 가을(10월)

③ 기타(상관없음)

3. 자녀가 2학년 때 수학여행 가는 기간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날수는? (
① 당일여행

② 1박2일

)

③ 2박3일

)

④ 3박4일

4. 자녀가 내년에 2학년이 되었을 때 수학여행으로 가길 원하는 지역은? (
① 강원권(속초, 양양, 강릉..) ② 충천권(안면도, 부여, 공주...)

)

③ 전라권(전주, 담양, 순천)

④ 경상권(우포늪, 안동, 경주...) ⑤ 부산(해운대, 감천문화마을...) ⑥ 남해(다랭이마을, 원예예술촌)
5. 4번에서 위 지역을 고르신 이유는? (

)

6. 자녀가 2학년이 되었을 때 가게 될 수학여행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한 학부모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설문 결과와 종합한 뒤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거쳐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학습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