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방과후 계획수립을 위한 설문 결과

농구 5명, 발레, 가야금, 국악,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클라리넷, 서예, 연극, 가야금, 한국사, 사물놀이, 어린이요가

아이들이 시간안에 못 만들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방과후 강사님들에게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전달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품과 훌륭한 인성 형성에 필요한 교육적인 프로그램과 예체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체능 프로그램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인성교육(특히 기본적인 예의범절ㅡ가정과연계활동),스마트폰 외 전자기기 사용자제 예방교육을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강연.아이들이 주관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강화해주세요.
맞벌이 가정이 많아 일찍 등원하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혼자 있지않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프

로그램개설 해주세요.
→ 아침시간에 방과후수업 개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선생님들의 경력및 기타사항 표기
→ 학교홈페이지 방과후 코너에 올릴테니 참고하여 주세요.
방송댄스나 쿠키&클레이가 주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방송댄스는 주중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학년별 보다는 아이들

각자의 수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음 저학년이라고 무조건 a반이 아닌 수준별 맞

는반을 선택 했으면 좋겠음
→ 저학년이 B반으로 갈 경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강사
님과 협의하여 반이동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뽑기를 할 경우 한교실에서 전체 부서가 모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모든 부서가 체육관에서 추첨을 하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아이들을 봐주세요 숙제도 내어주세요.아이들이 놀다오는 것 같은 느낌 안들
게요
→ 학부모님의 의견을 강사님들께 전달하였습니다.
애들이 출석을 하면 문자를 주셨으면 ... 어는 선생님은 넣어주시고 어느선생님은 안넣어주시고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 학부모님의 의견을 강사님들께 전달하였습니다.
수업시간 끝나는 대로 바로 진행됐으면좋겠다.하교후 다시 학교에가야되는될경우 놀다가깜빡하는경우도
있고 스케쥴 일일이신경써야되니.부모아이혼란스럽다
→ 최대한 수업 끝나고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에서 할 수 있는 악기수업도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악기수업의 수강생이 많지 않아 폐강이 되었습니다. 한세대주관 바이올린 수업과 기타 우쿠렐레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번에 대하여...- 진도와 관련이 있으면 부분추첨(기존우선 나머지추첨)- 관련이 없으면 전체추첨
→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계획안이 일찍나와서 학원 및 하교 스케줄을 미리 계획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2월 중에 미리 방과후수업 신청을 하여 하교스케쥴을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 영어회화 신청하고 싶었는데 ᆢ왜 저학년은 없는지요 저학년도 영어회화가 있었음좋겠네요
→ 법적으로 저학년은 영어 방과후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학년은 방과후수업을 하려면 한시간이상 기다렸다 수업을 해야하니 신청 안하게 됩니다. (저학년 방과
후수업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느라...)
→ 기다리는 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하여 주심을 추천드립니다.
하는동안연동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 학부모님의 의견 감사히받아들여 2019년에는 학기별로 기수를 나누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교시간과 시간텀이 많지 않았으면해요. 시간이 비어서 위험해요
→ 기다리는 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하여 주심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프로그램우로 선별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 칭찬의 말씀이 더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
요일이 겹쳐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주일에 두번하는 수업을 경우에 따라 한번하고 수업비도 반만내
는것도 추진해주세요
→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춤이나 음악을 개설하면 좋을듯 합니다.
→ 학교 사정상 무용실이 준비되고 수강생 숫자가 충분하면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방과후 수업은 아이들학원시간과도 연관이 있어서 장기로 운영필요합니다. 기수강생 인원 우선 신청 권
한 경우에는 수강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초급 중급등으로 차등하여 기존 수강생과 신규 신청자 간에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요리 수업을 했었는데 인원이 많아서인지 위생(손씻기)가 잘 안지켜지고 타학교보다 수업내용도 간단쉬
운것만한다는 느낌이 들어여

팜플렛도 주다안주다하시고 포장상태 가령 숟가락도 봉지에 들어있지않은

달랑 숟가락만 붙여오는경우도 있었음

인원이 많다보니 이런 것들은 세세히

신경을 안쓰신다는 느

낌을 받았습니다
→ 학부모님의 의견을 강사님들께 전달하였습니다.
만족합니다현재
→ 칭찬의 말씀이 더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
학생 출석여부 확인 시스템과 방과후교사의 일일 피드백 필요.
→ 학부모님의 의견을 강사님들께 전달하였습니다.
인기있는 수업은 수강이어려운점이있습니다 많은아이들이 수업을 들을수있도록 반을 늘려주세요
→ 방과후 교실의 숫자와 강사님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평일 인기 강좌를 토요일에 개설할 예정입니
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일 학원을 다녀서 토요일 개설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 평일 인기 강좌를 토요일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프로그램이 평일에도 할수있다면 좋을듯 싶어요.
→ 토요 프로그램 일부는 평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 칭찬의 말씀이 더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
장소변경이나 오랜기간 휴식후 당일아닌 사전 알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부모님의 의견을 강사님들께 전달하였습니다.

방학때 방과후수업을 안하니 학기중 방학이 있을경우 한참뒤 다시 수업을 듣게되어 아이들한테 내용의
연계가 안됩니다 공사등으로 방학때 수업을 못하게 되는경우라면 그전에 학기가 종료될수있도록 계획을
짜주세요
→ 학부모님의 의견 감사히받아들여 2019년에는 학기별로 기수를 나누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흥미 위주보다 아이들이 초등학생때 꼭 알아야 할 방과후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자와 역사 수
업도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한자수업은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착드립니다.
요일변경이 있음해요. 하고 싶은게 계속 겹치네요.
→ 일부 토요프로그램은 평일로 이동하고 평일 인기강좌는 토요일 개설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