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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교사관점에서 초등학교의 지역 위치에 따른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요구차이를 파악하여 지역 

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요구도를 도출함으로써, 온라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논의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n=155)하였다. 이후,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요구와 우선순위를 IPA모형 매트릭스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수도권의 경우 ‘온라인기반교육환경’, ‘행정 운영 효율성’, ‘전문강사 수급’의 대한 요구가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

의 경우, ‘전문 강사 수급’, ‘우수 콘텐츠’, ‘온라인기반교육환경’이 높은 수준의 향상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온라인 방과후학교 도입 시, 실질적이면서도 실천가능한 정책을 입안ㆍ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며, 

지역별 방과후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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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t needs between the after-school programs of elementary 

schools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to understand the areas that need addressing to 

meet with the requisites of the programs.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among teachers 

with experience in after-school management (n=233), and the needs and performance recognized by 

teachers were analyzed in the IPA model matrix. To sum up the results, ‘Online educational 

infrastructure’, ‘Efficient administrative operation’, and ‘Supply of professional after-school instructors’ 

were identified as the prior needs in metropolitan area. On the other hand, non-metropolitan area, 

‘Supply of professional after-school instructors’, ‘Quality educational contents’, and ‘Online educational 

infrastructure’ were identified as the prior requisites to be addressed. Based on research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implication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related policies. Research findings will be 

expected to refer as baseline data for activating after-school online program operations and improving 

its programs to meet with the different needs of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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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사회 양극화, 저출산 현상의 심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족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학교 내 돌봄기능의 강화

와 전인적 교육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하나로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절

감, 돌봄 기능의 강화, 정규과정의 보완 등의 목표로 운영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및 확산

으로 인해, 방과후학교는 미래 학습 역량 강화와 창의·융

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개별 학생의 흥미와 적

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을 요청

받고 있다[1]. 개별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학습 경

험과 기회제공이라는 미래 교육 방향에 맞춰 방과후 프

로그램 운영에 대한 변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2]. 이에 

따라 교육부는 첨단 미래학습 교육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ㆍ민간ㆍ개인이 참여하는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과 

연계한 방과후학교의 교수학습 및 운영 모델 개발을 필

요로 하고 있다[3].

온라인기반의 방과후학교는 양극화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 농산어촌, 취약계층 등 지리ㆍ경제적 조건과 상관

없이 학습자의 고른 학습 경험과 기회 확대에 대한 대안

으로 제안되고 있다.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온라인 방과후학교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으며, 보다 실제적 측면의 구체화가 요청되고 있다

[4].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방과후학교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과후학

교 도입 시 어떠한 요소가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지원받

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방과후학교 도입에 대한 교사

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교사관점에서 수

도권과 비수도권 학교 간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요

구차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간 선결되어야 하는 

사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자 한다. 또한 온라인 방과후학교 도입 관련 지역별 운영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관련 교육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

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w 첫째, 교사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방과후학교 현장 

도입에 대한 요구사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w 둘째, 온라인 방과후학교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

착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온라인 방과후학

교의 운영주체인 교사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분석ㆍ

제시하고, 온라인 방과후학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증적으로 수렴하여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의 방과후학교는 교육부중심으로 1996년부

터 특기ㆍ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하기 시작했다. ① 사회양극화 완화를 위한 교육격차 해

소 방안, ②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

육 서비스 제공, ③ 사교육비 경감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

다. 2006년에 이르러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던 방과후교

실, 특기·적성교육, 고등학교에 존재하던 수준별 보충학

습 등의 프로그램들을 ‘방과후학교’로 통칭하였고, 전국 

학교 현장에 전면 시행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의 확대를 추구하면서, 혁신적 교육체제

를 강조한다[5]. 구체적으로, ① 학교급별 특성이나 학생

의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선택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②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 토요일 및 방학과 연계한 운

영시간의 융통성이 높다. ③ 학교내 시설뿐만 아니라 지

역 사회내의 다양한 시설ㆍ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지도강

사의 다양화, 교육장소의 다양화를 추구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④ 해당학교 학생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학생, 성인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대

상의 다양화를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경감, 교

육격차 해소, 교육복지구현, 지역사회 평생교육센터로서

의 기능을 수행 등 교육복지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6]. 

최근 방과후학교는 지능정보사회 대비 중장기 교육정

책 방향[7]과 경제ㆍ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 

방향[4]을 연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서의 도입이 제기되

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방과후학교가 지향하는 방향인 개

별 학습자의 요구 수준에 맞는 학습 경험과 기회제공, 학

생들의 미래 학습역량 강화, 계층ㆍ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를 위해서는 기존 면대면 수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2]. 그 중의 하나가 온라인교육이

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온라인 수업을 ‘방송ㆍ통신수업의 

한 형태로서, 면대면 출석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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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학습권과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가 지

도하는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수업 체제’로 정의한다[8]. 

온라인 수업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 기초 학력 결손 

해소 및 학습공백 최소화, 기존 면대면 교실 내 수업의 

경직성 극복을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의 5

개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9]. 예컨대 학교에서 직접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쌍방형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온

라인 수업으로 개설 하여 운영(2017년도 기준, 6개 시ㆍ

도학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 교육은 교실이나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 개인별 수준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선택적·반복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

문에 개별 맞춤형 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10].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모든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면서 효과적으

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대한 요구

가 급증하고 있다. 나아가 학생의 다양한 학습활동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정형ㆍ비정형의 학습 데이터를 축적ㆍ

수집ㆍ분석하여 학습자 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처방

을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과 연계한 방

과후학교의 교수학습 및 운영 모델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3]. 

그러나 온라인 방과후학교가 효과적으로 도입ㆍ운영

되려면 학교 현장의 구체적 요구 파악이 우선이다. 이는 

실제로 학생 규모,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능력, 물리적 

ICT 자원 보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유의한 차이

가 있기 때문이다[11,12]. Fraillon과 그의 동료들은 대

도시 일수록 학교규모가 커지고, 학부모의 학력ㆍ직업수

준ㆍ경제 능력이 우수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12]. 즉 

온라인 방과후학교 도입 시, 지역 간 어떠한 요소가 중요

하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은 무엇인지에 대

한 학교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방과후학교의 경우, 학교급, 지

역간 운영방식이 매우 상이하다. 이 때문에 학교의 성격

에 따른 운영상의 애로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기

반으로 지역별 온라인 방과후학교 도입 준비도을 파악하

고 미래적 관점에서 대응과제를 명확히 하여 향후 운영 

방향 및 실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기존 연구들이 거시적이며 포괄적인 정

책적 제언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한계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방과후학교 정책 도입에 대한 중요도-만족도에 

대한 지역간 교사들의 인식차를 실증분석하여 정책의 우

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학습과 관련된 지

역 간의 격차발생의 원인을 확인하여 관련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조사설계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기법[13]을 활용하여 분석 대상이 인식하는 중요도

와 성취도 측정 및 차이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IPA의 분석결과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해당 요인의 중요도와 성취도 결과값을 좌표로 하여 사

분면 영역(①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가 낮은 ‘I. 중점투

자영역; ②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높은 ‘II. 유지강화 영

역’; ③ 중요도에 비해 성취도가 높은 ‘III. 현상유지 영

역’; ④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낮은 ‘IV. 점진개선 영

역’)에 따라 제시된다. Fig. 1 참조.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기대-가치 이론[14]을 기반으로 중요도는 기대치로, 성

취도는 보유도 또는 만족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15-17]. 이는, IPA 분석기법이 전략적 선택이 요구

되는 정책적 사안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도’ 

보다는 연구 대상의 ‘만족도’로 치환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Fig. 1. IPA Matrix

IPA 분석방법은 정책 추진과제들의 중요도와 성취 수

준을 매트릭스화하여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시각적 이해

를 용이하게 한다. 4개 영역이 제시하는 개선 방향의 직

관적 타당성이 높은 점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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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용성

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교육학 분야에서도 

연구 분석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16,18].

연구대상자가 평가영역별로 인식하는 중요도와 성취

도의 접점 기준은 평균값, 표준편차, 중앙값 등 임의적인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각 그룹간의 평균값을 중심점으로 4분면

을 도식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도구로는 SPSS24.0을 

사용하였으며, 그림(IPA 분석도)은 독자의 가시성을 고

려하여 Excel로 작업하였다.

3.2 자료수집 및 설문항목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

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60명의 응답 중 결측치와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5부

를 제외한 총 155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도구 내용은 Cooper와 그의 동료들[19]의 교육

정책 평가 분석틀과 이경호[20]의 방과후학교 정책 분석 

기준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

한 쟁점별 요구 수준에 대한 인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성취도를 모두 측정하였다. 개발된 측정도

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대학교수 2인, 연구기관 전문

가 1인, 현직교사 3인의 검토를 받았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 일반현황 및 신뢰도 분석결과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교육

경력 측면에서 수도권학교 보다 비수도권 학교의 응답자

가 전반적으로 교육경력이 높았다. 방과후학교 업무 경력 

측면에서는 수도권학교 선생님들의 경우, 담당업무를 2

년 이하로 맡는 경우(67.7%)의 비중이 비수도권(61.3%)

에 비해 훨씬 높았다. 비수도권의 담당선생님의 경우 3년 

이상(25.6%) 담당하는 경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각 요인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으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2와 같이 각 

요인의 적재량은 0.6 이상으로 80.17%의 설명력을 가지

고 있었으며, Cronbach ɑ 값은 모두 0.78이상으로 나

타나 측정지표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y
Factor 
loading

Cronbach ɑ

Normative

dimension

Establishment on a policy vision .869
.861

Policy vision sharing .801

Structural 
dimension

Policy execution structure .832

.852

Budget support .846

Differentiation of teaching 
methods

.879

Connecting with the Community .851

Constituent 
dimension

Teachers .889

.778
Parents .864

Community experts .736

Professional instructor .853

Technical 
dimension

Supply of professional instructors .826

.847

Online education environment .871

Best contents .819

Evaluation system and consulting .690

Feedback provision .730

Table 2.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4.2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중요도-성취도분석

4.2.1 수도권 학교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수도권 학교 교사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방과후학교의 중요도(I) 측면

에서 ⑫ 온라인 교육환경(4.16), ⑧ 학부모의 수요(4.13), 

⑦ 행정·운영효율성(4.12), ⑪ 전문 강사의 수급(4.09), 

⑬ 우수 콘텐츠(4.05)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온라인 

방과후학교의 성취도(P) 측면에서 ⑧ 학부모의 수요

(3.14), ⑭ 프로그램평가 체제 및 컨설팅 지원(3.09), ① 

정책 비전 정립(2.82), ⑮ 학습자 피드백(2.73), ⑤ 교수

Category
Metropolitan

Non-Metropolit
an

N % N %

Gender
Male 18 21.4 18 29.5

Female 66 78.6 43 70.5

Table 1. Basic statistics of Survey Respondents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12 14.3 10 16.4

5-10 years 17 20.2 12 19.7

11-15years 15 17.9 9 14.8

16-20years 19 22.6 10 16.4

More than 20 years 21 25.0 20 32.7

Years of 
Afternoon 

school 
management 
experience

Less than 1 year 35 41.7 21 35.1

1-2 years 21 25.0 16 26.2

2-3 years 10 11.9 8 13.1

3-5 years 12 14.3 11 18.0

More than 5 years 6 7.1 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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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의 차별화(2.67)로 나타났다. ⑧ 학부모의 수요

의 경우 중요도-성취도 면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보아 수

도권 지역 학부모는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수요가 높

으며, 교사들 또한 온라인 방과후학교 도입에 있어 학부모

의 수요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Metropolitan I P I-P t
Non-metropolit

an
I P I-P t

⑫ Online 
environment 

4.16 2.25 1.91 ***
⑪ Supply of 

instructor
4.23 2.41 1.75 ***

⑧ Demand of 
parents

4.13 3.14 0.99 ***

⑦ 
Administration·

operation 

efficiency

4.16 3.08 1.01 ***

⑦ 

Administration·
operation 
efficiency

4.12 2.38 1.74 ***
⑨ Community 

experts
4.05 2.76 1.29 **

⑪ Supply of 
instructor

4.09 2.32 1.77 ***
⑮ Feedback 

provision
3.96 3.45 0.51 ***

⑬ Best contents4.05 2.20 1.85 ***
② Policy vision 

sharing
3.94 2.94 1.00 ***

④ Budget 
support

3.92 2.42 1.50 ***
⑫ Online 

environment
3.93 2.5 1.43 ***

⑭ Program 
systems and 
consulting 

support

3.91 3.09 0.82 **
④ Budget 
support

3.92 2.64 1.28 ***

⑩ Instructor ICT 
competence

3.85 2.36 1.49 ***
⑬ Best 
contents

3.90 2.41 1.49 ***

⑮ Feedback 
provision

3.71 2.73 0.98 ***
⑩ Instructor 

ICT 
competence

3.89 2.49 1.4 ***

③ Policy 
implementation 

structure
3.66 2.60 1.06 ***

⑥ Connecting 
with the 

community
3.85 2.56 1.29 ***

⑤ Differentiation 

of teaching 
methods

3.66 2.67 0.99 ***

① 
Establishment 

of a policy 
vision

3.75 2.80 0.95 ***

② Policy vision 
sharing

3.61 2.59 1.02 ***
⑧ Demand of 

parents
3.74 3.26 0.48 **

① Establishment 
of a policy vision

3.55 2.82 0.73 ***

⑭ Program 
systems and 
consulting 
support

3.63 3.14 0.49 **

⑨ Community 

experts
3.47 2.33 1.14 **

③ Policy 

implementation 
structure

3.57 2.61 0.96 ***

⑥ Connecting 
with the 

community
3.45 2.64 0.81 ***

⑤ 
Differentiation 

of teaching 
methods

3.52 2.66 0.86 ***

*p<.05, **p<.01, ***p<.001 

Table 3. Importance(I)-Performance(P) Difference Analysis

중요도와 성취도 간의 차이(gap)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⑫ 온라인 교육환경(1.91), ⑬ 우수 콘텐츠

(1.85), ⑪ 전문 강사의 수급(1.77), ⑦ 행정·운영효율성

(1.74) 등이 중요도와 성취도 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

다. 반면, ① 정책 비전 정립(0.73), ⑥ 지역사회와의 연계

(0.81), ⑭ 프로그램평가체제 및 컨설팅지원(0.82) 등이 

중요도-성취도(I-P)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하는 

항목이다. 이상과 같이 중요도와 성취도의 차이(gap)결

과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해 본 결과 15개 항목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3 참조). 

4.2.2 비수도권 학교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비수도권 학교 교사의 인식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방과후학교의 중요도(I) 측

면에서 ⑪ 전문 강사의 수급(4.16), ⑦ 행정·운영효율성

(4.09), ⑨ 지역사회전문가(4.05), ⑮ 학습자 피드백

(3.96), ② 정책 비전 공유(3.94)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도시 지역 교사의 IPA에서 보여준 중요도(I) 순위측면

에서 ⑫ 온라인 교육환경(4.16) > ⑧ 학부모의 수요

(4.13) > ⑦ 행정·운영 효율성(4.12) > ⑪ 전문 강사의 수

급(4.09) > ⑬ 우수 콘텐츠(4.05)와는 차이를 보인다. 다

음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온라인 방과후학교 도입을 위한 

학교 현장의 성취도(P)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있어서

는, ⑮ 학습자 피드백(3.45), ⑧ 학부모의 수요(3.26), ⑭ 

프로그램 평가체제 및 컨설팅 지원(3.14), ⑦ 행정·운영 

효율성(3.08), ② 정책 비전 공유(2.94)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서 대도시 지역 교사들의 인식은 ⑧ 학부모

의수요(3.14) > ⑭프로그램평가 체제 및 컨설팅지원

(3.09) > ① 정책 비전 정립(2.82) > ⑮ 학습자 피드백

(2.73) > ⑤ 교수학습방법의 차별화(2.67)과는 차이를 보

인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경우 학부모의 수요가 중요도

와 성취도 모든 측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온라인 방과후 수업에 대한 학부

모의 수요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비수도권 학교 간의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

한 중요도와 성취도 간의 차이(gap)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⑪ 전문 강사의 수급(1.75), ⑬ 우수 콘텐츠

(1.49), ⑫ 온라인 교육환경(1.43), ⑩ 강사 ICT역량(1.4)

등이 중요도와 성취도 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다. 

두 지역 모두 동일하게 ‘전문 강사의 수급’, ‘온라인의 

교육환경’, ‘우수콘텐츠’부분에서 중요도-성취도 간 차이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서 ⑭ 프로그램

평가체제 및 컨설팅지원(0.82), ⑥ 지역사회와의 연계

(0.81), ① 정책 비전 정립(0.73) 등이 중요도-성취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 항목이었던 반면, 비수도

권 지역에서는 ⑮ 학습자 피드백(0.51), ⑭ 프로그램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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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체제 및 컨설팅지원(0.49), ⑧ 학부모의 수요(0.48)등

이 중요도-성취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찬가

지로 지역의 중요도와 성취도의 차이(gap)결과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해 본 결과 15개 항목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

타났다(<표 3>참조). 

4.3 분석결과 종합

IPA분석의 핵심은 향후 개선방향을 과잉투자 영역으

로부터 중요도가 높지만 성취도가 낮은 투자집중 영역으

로 전환하는 것이다[13]. 

먼저 수도권 학교의 경우, 총 6개 영역이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는 낮은 제2사분면(집중노력 영

역)에 위치해 있었다. Fig. 2 참조. 구체적으로, ‘온라인교

육환경’, ‘행정 운영 효율성’, ‘전문강사의 수급’, ‘우수콘텐

츠’, ‘예산지원’, 그리고 ‘전문 강사의 ICT역량’ 영역의 우

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들은 보다 시간

과 비용의 투자를 집중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향상이 요

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사분면에 속한 ‘학부

모의 수요’와 ‘프로그램 평가체제 및 컨설팅 지원’등 2개 

영역(유지영역)의 경우, 상대적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높

은 부문으로 이러한 영역들은 중요도와 만족도를 유지하

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3사분면(열등영역)의 ‘지역사회 

전문가’참여 영역은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보아, 교사들의 관심이 비교적 낮고, 개선이 상

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

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항목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과잉영역)의 총 5개 영

역인‘학습자 피드백’, ‘정책집행구조’, ‘교수학습방법의 차

별화’, ‘정책비전 공유’, ‘정책 비전 정립’은 중요도는 낮고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영역에 투입된 자원

과 노력을 투자집중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음으로 비수도권 학교의 경우,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IPA분석 결과는 Fig. 3과 같다. ‘전문 강사의 수급’, 

‘우수 콘텐츠’, ‘온라인교육환경’, ‘강사ICT역량’, ‘지역사

회와의 연계’, ‘지역사회전문가’ 등 총 6개 영역이 집중노

력이 필요한 제2사분면(투자집중 영역)에 위치해 있었다. 

제1사분면(현상유지영역)에는 '행정ㆍ운영 효율성', '정책

비전공유', '학습자피드백', '정책비전정립', '학부모의 수

요'가 위치해 있었다. 제3사분면(열등영역)에는 ‘정책집

행 구조’ 및 ‘교수학습 방법의 차별화’등 2개 영역이 위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수도권 지역 교사들이 해당 영

역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낮으며 상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아님을 들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평가체제 및 

컨설팅 지원’영역이 제4분면(과잉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Fig. 2. IPA Matrix for Online After-school (Metropolitan) 

Fig. 3. IPA Matrix for Online After-school (Non-Metropolitan)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간의 온라인 방과

후학교 도입에 대한 요구도와 성취도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어떠한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

요가 있는지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Fig. 4와 같이 집중노력영역에서 수도권의 항목이 비

수도권 지역보다 원점에서 멀리 있는 것으로 보아 온라

인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요구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상유지영역의 경우, 총 7개 항목 중 5개가 

비수도권 항목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현행 온라인 



온라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식차이 분석: 초등학교 교사들의 7

방과후제도를 일부 도입한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과잉영역의 경우, 총 11개의 세부항목이 

도출되었다. 이 중 수도권은 6개, 비수도권은 5개의 세부

항목이 도출되었는데, 공통적으로 정책집행 구조, 교수학

습 방법에 대한 차별화 등에서 공통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Fig. 4. IPA Matrix for Online After-school

IPA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온라인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상이한 요구 사항과 수준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대도시 학교의 경우 온라인 방과

후학교 수업운영을 위한 ICT 기기 및 관련 장비 등 인프

라 형성, 즉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요구가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학교의 경우, 전문강사의 수급, 강

사의 ICT 역량 제고 및 우수 콘텐츠 활용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강사와 콘텐츠부문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의 모색이 요

구된다. 수도권지역과 달리 비수도권 지역교사들은 지역

사회연계 및 지역전문가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

는 강사수급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

으며, 지역의 다양한 ICT공간 및 인프라(주민자치센터, 

메이크 스페이스, 지역도서관 등) 활용을 추구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교간의 향상요구도의 상대적 순

위를 비교하면, 수도권은 학부모의 수요와 학습자 피드백

의 순위가 비수도권 학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

은 측면에서 온라인 방과후학교의 도입을 위해서는 학교

의 환경이나 프로그램 도입 여건도 중요한 요건이지만, 

학부모 및 학생들의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높은 수

요와 만족도가 프로그램의 안착에 중요한 요소로 확인된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효과

적인 온라인수업 지원을 위한 전략 마련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온라인의 방과후학교 도입 여건에 대한 지

역간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한 초기적인 탐색연구

이다. 이 때문에 조사결과로부터 도출된 정보가 한정적인 

면이 있다. 이 같은 점에서 향후 설문 문항과 조사내용을 

세분화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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