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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

Ⅰ. 추진 목적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생 만족도 조사 추진을 통해 교육활동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역량개발 자료로 예술강사 대상 결과 제공
▸ 학생 만족도 조사의 제도화를 통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발전 및 문화예술교
육 발전의 토대 마련

Ⅱ. 만족도 조사 개요

▸ 대 상 자 : 배치받은 분야-교육과정 건의 수업이 종료된 예술강사
▸ 수 행 자 : 해당 예술강사 수업에 참여한 수혜학생 전체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제외

▸ 조사기간 : 연중 상시
▸ 대 상 월 : 2021년 3월 ~ 12월
▸ 조사시기 : ‘분야-교육과정’ 건별 수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 운영학교는 건별 수업 종료 시점 기준으로 1차 또는 2차 마감기한 내 실시
✔ 운영학교는 건별 수업이 종료된 후 조사 시행 필요
※ 강사 및 학교 포기 건도 1시수 이상 수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만족도 조사 시행 필요
※ 예술강사는 회차별 결과게시일 이후 상시 조회 가능
회 차
조사 마감기한
조사 결과게시

1차

2차(최종)

7. 16.(금)까지

12. 17.(금)까지

*수업종료일이 7. 30.이내일 경우

*수업종료일이 12. 31.이내일 경우

7. 26.(월) 17:00 이후

12. 27.(월) 17:00 이후

▸ 조사방법 :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을 통한 온라인 조사
‧ 배치완료 시 시스템 내 생성되는 만족도조사 URL을 담당교사가 수혜학생 대상 배
포하여 학생별 온라인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예술강사의 예술전문성, 수업구성, 학생에 대한 태도, 성실성, 종합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문항으로 구성(총 6개 문항)
▸ 결과활용 : 조사결과는 향후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예술강사 대상 개별 제공 예정
※ 해당 조사결과는 예술강사별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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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만족도 조사 결과조회
▸ 만족도 조사 결과는 분야-교육과정 건별 교육활동 종료 시점 및 학교별 조사완료
시점에 따라 2회에 나누어 게시되며, 예술강사는 게시 이후 상시 조회 가능
▸ 분야-교육과정 건별 조사결과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며, 응답자수, 평균점수, 설문문
항별 평균점수, 개방형 응답내용 등의 결과에 대해 확인 가능
▸ 방사형 차트를 통해 나의 평균점수와 유사그룹의 평균점수를 시각적으로 확인‧비교 가능
✔ (예) [지역] 드롭박스 선택하여 전국, 충청북도, 강원도별 평균점수와 나의 항목별 평
균점수 비교 가능 / [교급] 드롭박스 선택하여 전체, 초등, 중등별 평균점수와
나의 항목별 평균점수 비교가능 ※ 세부 시스템 활용 방법 7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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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만족도 조사지 문항
▸ 문항구성 : 5점 척도의 객관식 문항 5개 및 서술형 문항 1개로 구성
설문 문항

조사 영역

1

예술
전문성

초등용

중등용

기본
교과

선생님의 수업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나요?

선생님 덕분에 교과 내용에 대한 보다
풍성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기본
교과
외

선생님의 수업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나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예술적 체험을 제공해 주셨다.

2

수업구성

선생님의 수업이 재미있어서
시간이 금방 갔나요?

선생님의 수업은 체계적이고
재미있어서 집중할 수 있었다.

3

학생에 대한
태도

선생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나요?

선생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셨다.

4

성실성

선생님은 수업을 열심히 하셨나요?

선생님은 수업에 성실히 임하셨다.

5

종합 만족도

선생님의 수업이 좋았나요?

전반적으로 선생님의
수업은 만족스러웠다.

6

종합의견
(개방형)

선생님 수업의 좋은 점이나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좋았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대안학교의 경우, 초등용 설문지 사용
▸ 1~5번은 해당 문항에 대해 평소 학생들이 느낀 예술강사 선생님의 수업과 가장 가
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클릭하여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6번은 평소 예술강사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 꼭 말하고 싶었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하여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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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만족도 조사 관련 FAQ

Q.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를 담당교사가 열람할 수 있나요?
담당교사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응답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학생 만족도 조사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해당 결과로 인한 불이익 및
제재조치가 있나요?
학생 만족도 조사의 추진목적은 예술강사 선생님께서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보완할 수 있는 역량개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조사결과에 따른 제재조
치 및 불이익 등의 절차는 없습니다.

Q. 운영학교에서 게시 완료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수정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합니
다. 조사결과 게시가 이미 완료된 건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운영기관에서 조사결과 게시를 진행한 이후에는 해당 건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 운영학교에서 운영기관으로 문의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가 완료된 건은 상태값이 ‘게시’로 변경되며 해당 건은 수정불가
✔ 운영기관에서는 마감처리 완료 건에 한해 회차별 결과게시 일자에 조사결과 게시 예정
회

차

1차

2차(최종)

조사 마감 (운영학교)

7. 16.(금)까지

12. 17.(금)까지

결과 게시 (운영기관)

7. 26.(월) 17:00 이후

12. 27.(월) 17:00 이후

Q.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수업이 종료된 후에 진행되어야 하나요?
보다 정확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교육과정 건별 수업이 종료된 후 진
행하도록 운영학교에 안내가 되었습니다.
✔ 단, 12월 말에 수업이 종료되는 건은 수업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2차 마감기한(12. 17) 내
조사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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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한 학교에 2가지 교육과정을 모두 출강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받게
되나요?
교육과정별 수업방식 및 교육내용 등이 상이함에 따라 만족도 조사는 각 분야-교육과정 건별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별 문항도 일부 다르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례
의 경우 동일한 강사일지라도 분야-교육과정 건별로 총 2회 조사를 실시해주시면 되며, 조사
지 URL도 2개 생성됩니다. (E학교 사례 참고)
✔ (참고) 조사 추진 사례 예시
배치
시수

최종
출강
시수

출강
기간

a강사

100

100

국악
기본교과

b강사

100

100

국악
창의적체험활동

c강사

50

50

3~7월

7.16.까지

d강사

80

80

4~10월

12.17.까지

학교

분야/
교육과정

배치
강사

A학교

연극
기본교과

B학교

C학교

D학교

E학교

무용
창의적체험활동

공예
돌봄교실
디자인
창의적체험활동
디자인
토요동아리

e강사

20

20

조사
마감기한

조사
실행횟수

비고

3~12월

12.17.까지

총 1회

‧ 분야-교육과정 1건에
대한 조사 총 1회 실시

3~11월

12.17.까지
총 2회

‧ 분야-교육과정 2건에
대한 조사 총 2회 추진

총 2회

‧ 분야-교육과정 1건에
배치된 2명의 강사에
대한 조사 총 2회 추진

총 1회

‧ 강사 및 학교 포기 건도
1시수 이상 출강하였을
경우에는 조사 추진

총 2회

‧ 동일한 강사가 2개의
교육과정에 배치되었
을 경우 조사 총 2회
추진

10~12월

12.17.까지

60

(8시수
출강 후
포기)

4월

7.16.까지

40

40

3~6월

7.16.까지

8
f강사

g강사
50

50

3~6월

7.16.까지

Q.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들은 왜 조사대상이 아닌가요?
일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조사 방식 등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향후 해당 학생들을 위한 조사방식 및 질문방식 간
소화 등의 고민을 통해 모든 수혜학생들의 만족도가 조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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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말에 수업이 종료되어 운영학교에서 1차 조사마감 기한 내 조사를 완료했어야
하는데, 기한 내 추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운영학교에서 만족도 조사는 상시로 가능함에 따라, 1차 조사마감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
을 경우 2차 조사마감 기한 내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예술강사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2차 조사 결과 게시일에 확인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예술강사(또는 운영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중간에 포기하게 되었는데, 이 경
우에도 운영학교에서는 조사를 실시하나요?
특정 분야-교육과정 수업 건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건에 배치되어 1시수 이상 수업
을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수업과 무관한 사람이 임의로 만족도 조사를 응답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나요?
학교-강사 배치가 완료될 경우, 담당교사 페이지에서만 만족도 조사 URL 주소가 생성되며,
분야-교육과정-예술강사 건별 URL이 모두 달리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수업과 무관한 사람
은 해당 URL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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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온라인 시스템 활용 매뉴얼

1. 온라인시스템 로그인
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 로그인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동일합니다.

2) [메인페이지] - [평가관리] - [학생만족도조사]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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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만족도조사 결과 확인
1) 학생만족도조사 완료 현황 확인
※ 설문 완료된 학생만족도조사에 한해 정보가 표기됩니다.
※ [정보확인] 항목 내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만족도조사 세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학생만족도조사 세부결과 확인(전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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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생만족도조사 세부결과 확인
① 학생만족도조사 비교 분석을 위한 희망 배치건 선택
※ 선택한 개수에 맞춰 기본정보에 응답자 수와 평점(평균점수)이 표기됩니다.

② 학생만족도조사 비교 분석을 위한 희망 비교대상 설정 후, ‘적용’ 버튼 클릭
※ 비교대상은 본인이 출강한 정보(지역/교급/분야/교육과정)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
전국, 전체 교급, 전체 분야, 전체 교육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arte2 강사 비교대상 항목별 선택 가능 내역

지역
전국
충북
강원

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분야
전체
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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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전체
창의적체험활동
기본교과
토요동아리

③ 그래프 및 점수를 통한 학생만족도조사 결과 확인
※ 선택항목 및 비교대상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주관식(개방형) 응답 확인
※ 개방형 응답은 배치건별 선택현황에 따라 응답자 수만큼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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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운영기관 연락처
▸ 문의처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1600-0144) 또는 해당 지역운영기관으로 문의
지역

지역운영기관

문의처

서울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1800-8661

부산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051-412-2665

대구

(사)한국국악협회 대구광역시지회
(컨소시엄 : 꿈꾸는 씨어터(주)

053-256-7957

인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원)

032-860-8008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062-681-9230

대전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042-629-7546

울산

문화예술센터 결

052-291-3855

세종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042-629-7547

경기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031-467-8473

강원

강릉문화원

033-823-3204

충북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43-299-8676

충남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041-530-3052

전북

(사)전통문화마을

063-232-1902

전남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062-351-2360

경북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054-931-5345

경남

문아트컴퍼니(주)

055-331-0816

제주

(사)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컨소시엄 : 서귀포문화원)

064-759-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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