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방과후학교 강사 만족도조사 결과

※ 매우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부족:2점, 매우부족:1점으로 통계된 만족률입니다.

순서 부서명 강사명
설문응답

인원수

만족률
비고

학생 학부모 전체

1 역사논술 이○○ 6 97% 100% 99%

2 기타 임○○ 12 99% 94% 97%

3 비즈공예 신○○ 42 98% 95% 97%

4 독서논술 이○○ 25 98% 94% 96%

5 우쿨렐레 윤○○ 29 97% 91% 94%

6 바둑 강○○ 30 93% 94% 94%

7 음악줄넘기 정○○ 35 95% 91% 93%

8 주산 최○○ 20 87% 98% 93%

9 로봇제작 구○○ 38 93% 91% 92%

10 미술 강○○ 41 95% 88% 92%

11 방송댄스 배○○ 35 94% 89% 92%

12 컴퓨터 전○○ 90 91% 92% 92%

13 창의수학 김○○ 16 92% 90% 91%

14 농구 김○○ 33 91% 91% 91% 만족도

15 축구 임○○ 40 92% 88% 90% 평균선

16 큐브교실 이○○ 15 89% 91% 90%

17 클레이와핸드아트 유○○ 27 88% 91% 90%

18 바이올린 조○○ 18 92% 84% 88%

19 한자 이○○ 4 63% 63% 63%

총계 556 92% 90% 91%



2021년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부서명 좋은점 개선할점

독서논술
아이의 생각을 나누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좋은 수업인 것 같
습니다.

흥미를 유발하는 자유주제(사회 이슈화되는 주제 등)로 토론하는 방식의 
논술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고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악기수업이다보니 교사당 학생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다

횟수를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 과정이나 활동 사진 등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봇제작
아이들이 만든 로봇 사진도 보내주시고 여러모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
는 점이 좋습니다.

교구 박스가 좀 허술한 것 같습니다. 교구 정리 방법이나 정리 위치를 알
고 싶습니다. 교구가 플라스틱 박스에 다 안들어갑니다.

미술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수업에 감사
드립니다.
여러 미술 활동도 경험하고, 선생님도 친절하셔서 매우 만족합니다.

기타 화목한 분위기에서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바둑
아이가 즐거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본 교육을 통해 아이의 또 다른 취미 
생활로 발전하길 원합니다.

출석 하교 문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댄스
댄스를 통해 몸이 유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최신곡으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춤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서 좋습니다.
연령대가 다양하여 시간 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보니 
많이 못한다고 아쉬워합니다.

비즈공예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아이들 도착 여부와 작품 사진까지 친절하게 매주 알려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쿨렐레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주 2회 수업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잘 가져주셔서 좋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게 과제를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치고 싶은 악보를 가져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구 아이가 운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수업이 농구는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간단한 비상약품(뿌리는 파스나 연고)을 
음악줄넘기 줄넘기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2회 수업 진행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주산암산 어려운 주산도 노래를 부르며 재미있고 신나는 수업입니다.
창의수학 보드게임 많이해서 좋습니다.

클레이&핸드아트
다양한 재료로 만들기 체험을 통해 아이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셔서 감사
아이의 관심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축구
열정적이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수업일마다 뭘 했고 아이가 어땠는지, 어 점이 나아졌는지 알 수 있으
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주2회 정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명 좋은점 개선할점

큐브교실
아이가 흥미를 갖고 너무 좋아합니다.

재미있는 수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산암산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챙겨주셔서 걱정 없이 잘 보내고 있습니다. 숙제도 
적당하게 내 주셔서 집에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한자 지루해합니다. 재밌는 수업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큐브교실 수업 시작 전 후에 문자를 보내주셔서 좋습니다.

컴퓨터

열정적인 수업 감사합니다. 방학 때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개인 진도여서 좋습니다.

나중에 과제할 때 사용할 법할 것들을 배우니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