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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학교생활 만족도

전반적인 학교 생활의 만족도는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 91.6%

•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은 「교우관계(89.0%)」, 「교사와의 

관계(88.9%)」, 「교육내용(79.8%)」, 「교육방법(78.3%)」, 「학교주변 환경 (76.9

%)」의 순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남부권 

100.0%, 북부권 86.6%, 중부권 78.3%의 순으로 나타남

•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은 남자, 여자 모두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은 91.7%, 

91.5%로 매우 높게 나타남

학교생활 만족도

<표 5-1>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구    분 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교육내용(교육수준) 100.0 28.6 51.2 20.2
교육방법(수업 및 평가방법) 100.0 27.1 51.2 20.2 1.5
교우관계 100.0 35.2 53.8 9.5 1.5
교사(교수)와의 관계 100.0 40.7 48.2 11.0
학교시설 및 설비 100.0 19.0 48.5 32.5
학교 주변환경 100.0 20.5 56.4 23.0
전반적인 학교생활 100.0 35.2 56.4 8.4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주 : 중학생 이상 재학생만 작성



5 - 2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학교시설 개선이 중요

•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으로는 「학교시설개선」 37.2%, 「교육프로그램 확

대」 21.5%, 「교육인프라 확충」17.3%, 「지역내 다양한 사설학원 설립」 11.4%

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 북부권은 「학교시설 개선」의 비율이 높은 반면, 

서남부권은 「교육프로그램 확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별,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학교시설 개선」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표 5-2>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단위: %)

구    분 계
추가적 

학교설립

학교시설 

개선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지역내 

다양한 

사설학원 

설립

교육인프라 

확충(도서

관 건립 

등)

교육프로그램 

확대(방과후 

프로그램 

등)

자유학기

제(체험학

습 등) 

확대

기타

2 0 1 8 년 100.0 2.0 37.2 5.7 11.4 17.3 21.5 4.6 0.1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3.9 55.8 5.2 3.3 9.0 16.6 6.1 0.1

북 부 권 100.0 1.2 28.1 8.4 18.9 27.7 7.8 7.9 0.0

서 남 부 권 100.0 0.7 25.0 4.5 14.7 18.9 34.8 1.2 0.2

< 성   별 >

남 자 100.0 1.0 41.5 4.9 11.2 18.9 17.6 4.6 0.2

여 자 100.0 3.2 32.5 6.5 11.7 15.5 25.8 4.7 0.0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