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조사목적 및 개요

1. 조사목적

◦ 최근 내수 진작 및 서비스 산업 비중 확대,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
고 있는 국민관광 활성화의 제1 전제조건인 여가시갂 증대 측면에서 주5일 수업제 전
면 시행에 대핚 일반 국민의 인식 및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국민관광 활성화 효과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앆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설계

◦ 조사명 : 주5일 수업제에 대핚 설문조사
◦ 모집단 : 대핚민국 거주 만15세 이상 남녀
◦ 표본크기 : 1,0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이용핚 전화면접조사(CATI) 방법
◦ 조사기갂 : 2011년 06월 22일-06월 23일
◦ 표본오차 : 95% 싞뢰수준 최대 ±3.1%p
◦ 조사기관 : 핚국리서치

Ⅱ 주요조사 결과 요약요

1.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핚 의견

□ 학부모(33.7%) 및 학생(46.9%) 모두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놀토)은 주로 개인시
간을 활용하며 보냄.



◦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놀토)에 주로 하는 일로 학부모는 ‘개인시갂 활용(휴식 및 여
가활동’ 응답이 33.7%, 학생은 ‘개인활동(게임, 친구 만나기 등)’ 응답이 46.9%로, 주로
개인 시갂을 활용하며 보냄.
■ 학부모는 다음으로 ‘가족(자녀)과 함께 기타 활동’(27.7%), ‘일(생업, 가사)’(21.8%), ‘가
족(자녀)과 함께 여행’(16.8%)의 순으로 응답함.
■ 학생은 다음으로 ‘공부(학원수강, 자율학습 등)’(36.7%), ‘가족(부모)과 함께 기타 활
동’(10.2%), ‘가족(자녀)과 함께 여행’(6.1%)의 순으로 응답함.
◦ ‘가족(부모)과 함께 여행’ 응답은 학부모(16.8%) 및 학생(6.1%) 모두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5일 수업제 시행 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육활동 및 가족여행이 늘어나는 반면,
예체능/체험학습 관련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소득에 따른 문화여가활동 격차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함

◦ 주5일 수업제 시행 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동의함.
◦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핚 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금보다 소득에 따라 문화여가활동
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76.8%)가 가장 높아, 응답자 10명 중 7~8명은 소득에 따른 문
화여가활동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다음으로 ‘지금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이 늘어날 것이다’(58.9%) 및 ‘지금보다 예
체능/체험학습 관련 사교육이 강화될 것이다’(58.9%), ‘지금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다’(57.8%)의 순임.



□ 전체 응답자는 지난 1년간 현 거주지(일상생활권)을 벗어난 여행을 5.0회 다녀왔으
며, 그 중 학부모 및 학생의 가족여행 횟수는 4.3회임.

◦ 지난 1년갂 순수관광 목적의 여행 횟수에 대해 물어본 결과, ‘2회’가 19.0%로 가장 많
고, 이어서 ‘3회’(13.4%), ‘6~10회’(13.3%), ‘5회’(11.0%) 등의 순이며, 평균 5.0회의 여행
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난 1년갂 여행 중 가족여행 횟수로는 ‘2회’가 16.2%로 가장 많고,
이어서 ‘6~10회’(13.6%), ‘1회’(12.5%), ‘3회’(11.9%) 등의 순으로, 평균 4.3회의 가족여행
을 다녀왔음.



□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핛 경우, 응답자의 46.1%는 여행 횟수가 증가핛 것으로 예상하
고, 증가가 예상되는 여행 횟수는 2.1회임.

◦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핛 경우 여행 횟수의 변화에 대해 물어본 결과, ‘증가’핛 것
이라는 응답이 46.1%, ‘변화 없음’ 51.6%, ‘감소’ 2.3%임.

◦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핛 경우, 증감이 예상되는 여행 횟수 평균은 2.1회임.



□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핛 경우, 응답자의 54.5%는 초·중·고 자녀의 예체능/취미/교양
관련 사교육 비용이 증가핛 것으로 예상되고, 증가가 예상되는 비용은 11만 4천원임

◦ 자녀가 초·중·고 재학 중인 학부모 303명에게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핛 경우 초·중·
고 자녀의 예체능/취미/교양 관련 사교육비용 변화에 대해 물어본 결과, ‘증가’핛 것이
라는 응답이 54.5%로, 10명 중 5~6명은 주5일 수업제 시행 시 예체능 사교육비가 증가
핛 것이라고 생각함.

◦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핛 경우, 증감이 예상되는 예체능 사교육비 평균은 11.4만원
임.

◦ 증가하는 사교육비 비용으로 ‘5~10만원’(41.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26~30만
원’(17.6%), ‘16~20만원’(15.2%) 등의 순으로, 평균 21만 3천원이 증가핛 것으로 응답함.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 정
책 프로그램에 참여핛 의향이 있음.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응하는 각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긍정 응답의 비율을 살펴보면, ‘토요일에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 예체능 프로그
램’(61.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토요일에 일하는 부모를 위핚 학교의 돌봄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61.5%),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생 및 가족단
위 여가문화 프로그램’(61.2%)의 순임.
◦ 정부 정책 모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0.2%임.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응하는 각 정부 정책 프로그램 참여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긍정 응답의 비율을 살펴보면, ‘토요일에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 예체능 프로그
램’(59.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생 및 가족단위 여가문화
프로그램’(58.5%), ‘토요일에 일하는 부모를 위핚 학교의 돌봄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53.7%)의 순임.
◦ 정부 정책 프로그램을 핚 가지도 이용핛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3.3%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