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 의견수렴에 따른 학교평가 학생 설문 결과
[봉일천중학교 연구혁신부]

평가 기간

2020. 11. 30. ~ 12. 11.

전체 인원

735명(열람 252명 34.3%)

회신 인원

48명 (6.5%)

<설문 1>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대한 평가
이대로면 문제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알리미를 통해 학부모에게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수시로, 즉각적으로 안
내해주셔서 언제나 큰 도움이 되었어요.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어려운 것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체나 주선, 동아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코로나 임에도 차질없이 학사운영을 한점이 우수하다
학교시설
나쁘지 않다
방역을 위해 자리배치와 창문열기, 책상소독 등을하여서 좋습니다.
좋은것같습니다
모르겠다
수행평가로 발표를 할 때 소심한 성격인 사람이 활동하기 어렵다

중학교 처음되는 1학년 학교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해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고 학사운영이
평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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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등교 원격 수업 운영에 대한 평가
이대로면 괜찮다
우수한 점-10월정도까지 교수학습 운영안(주별 수업 진도)을 전학년 수합해서 미리 공지해 준
점
개선할 점-(1) 원격수업 시간표를 일과표 시간에 맞춰 올리는 것->(과제제시형)원격수업은 오
전 9시에 일괄 업로드바람(시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2)11월부터 실시간 원격수업을 미리 공지하지 않는 점->실시간 수업은 전 주 금요일까지 미
리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미리 확인하고 수업을 준비하도록 해주면 좋겠어요(실제 타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모두 좋지만 원격수업 과제 제출 시간이 조금 촉박할 때가 종종 있습
니다.
원격수업의 과제제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처음해보는 원격 수업에 선생님들이 잘 이끌어준 점이 우수하다
원격1주일 등교1주일이좋다
나쁘지 않다
시간별로 올려주셔서 규칙적 생활을 하게 되었고, 과제와 질문을 통하여 배워서 모르고 넘어
가게 되진 않았습니다.
등교는 집중이 잘 되고 원격은 과제가 살짝 많은것같습니다
그저 그래서 그저 그랬었다
원격수업해보니 편한것도 있지만 학교 등원해서 공부하는게 더 좋습니다
처음 맞는 1학년인데 학교를 거의 가지 못해서 아쉽다
코로나19문제로 등교를 잘 하지 못하는데 시간이 날때면 등교를 짧게라도 시켜주니 좋습니
다.
원격이났다 등교는힘들다

<설문 3>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평가
지금도 괜찮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도가 비교적 우수한편인것 같습니다.
생활지도를 잘 해주셔서 우수하다
좋은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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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지 않다
규칙적 생활이어서 좋았습니다.
좋은것같습니다
나쁘지 않았다
등교를 하지 않아 선생님 지도를 잘 해주시는데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좋다

<설문 4> 학교 안전 방역에 대한 평가
지금이괜찮다
손소독과 개인 위생이 잘 되어있는 것 같고 방역에 철저한 것 같습니다.
학교 곳곳에 화재시 탈출로, 소화기등이 비치되어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학교 안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철저하다
나쁘지 않다
방역을 잘 해주십니다.
좋은것같습니다
급식먹는게 너무 위험하다
괜찮았다
마스크를 코만 빼고 쓰는 사람이 종종 있다
등교하는 날은 안전과 방역을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추울때에는 환기를 자주 안 시키는데 방송을 해주시니 환기가 더욱 잘 되는것같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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