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하고 더불어 배우는 희망공동체

- 조종중학교 -

1학기 ‘학년의 날’ 학생 만족도 설문 결과
1. 모둠별 ‘민속놀이- 윷놀이’ 프로그램 설문 결과
학년

유익했던 점

아쉬웠던 점

1

-윷놀이 규칙을 알게 됨
-친구들과 팀을 짜서 하니, 단합이 됨
-우승팀의 아이스크림 상품권이 좋았음

-시간이 부족해 패자부활전이 없었음
-조편성이 맘에 안듬

2

-윷놀이 규칙을 알게 됨
-아이스크림 상품권 좋았음

-팀플을 좀더 재미있게 했으면
-게임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시길
-시간이 부족했음

3

-평소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과 친해짐
-같이 웃고 너무 즐거웠음
-평소 하기 힘들었던 민속놀이를 해서 좋았음

-시간이 부족했음

2. 모둠별 ‘민속놀이- 공기놀이’ 프로그램 설문 결과
학년

유익했던 점

아쉬웠던 점

1

-새로운 방식이어서 좋았음
-집중력 향상

-공기가 잘 깨짐

2

-추억의 게임
-집중력 향상

-공기가 잘 깨짐

3

-동심으로 돌아가 힐링되는 게임
-음악과 함께해서 더욱 좋았음

-공기 실력이 없으면 즐겁게 참여하기 힘듬

3. 모둠별 ‘몸으로 말해요’ 프로그램 설문 결과
학년
1
2
3

유익했던 점
-많이 웃고 즐거웠음
-표현력을 키울 수 있었음
-배려심을 기르고 더 친해질 수 있었음
-모둠원끼리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음
-상상력 기르기, 즐거웠음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좋았음
-아이스크림 상품권이 좋았음
-협동심 기르며 함께 많이 웃을 수 있는 게임
-순발력과 창의력 기르기

아쉬웠던 점
-어려운 문구는 설명하기 힘들었음
-시간이 부족했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
-게임 시간이 부족했음

4. 학급별 ‘Water Survival Game’ 프로그램 설문 결과
학년

유익했던 점

1

-함께 시원하게 즐기고 재미있었음
-친구를 지키며 단합해서 좋았음

2

-친구를 지키는 것이 좋았음
-선생님과 전 학년이 함께해서 좋았음
-시원하게 더위를 식힐 수 있었음

3

-즐겁고 시원했음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좋았음
-생각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즐겁게 참여함

아쉬웠던 점
-준비물 준비가 좀 부족했음
-날씨가 너무 더웠음
-씻거나 옷 갈아입기 불편했음
-뒷정리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웠음
-교실에서 물장난이 많았음
-시간이 짧았음
-과하게 물장난을 하는 학생들
-소극적으로 참여를 잘 안하는 친구들
-시간이 짦았음
-물을 싫어해서 힘들었음
-물바다가 된 실내 및 뒷 처리가 힘들었음
-날씨가 너무 더웠음

5. 2학기 꿈, 끼 탐색 주간 및 학년의 날 운영에 따른 의견
- 1학기에 ‘학년의 날’ 프로그램과 같으면 좋음
- 2학기에는 외부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1학년 의견)
- 영화 감상, 공연, 뮤지컬 관람, 직업체험 등...
- 바자회, 눈썰매 타기, 눈싸움
- 학년별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년별 프로그램 운영 → 학급별 외부 체험학습을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