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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1996-0006

자 료 명     국제 교육에 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버클리 대학 한국학 연구소에 교환 교수로 와 있는 

안병철입니다. 이번에 북가주(Northern California) 지역에 유

학중인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

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

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은 보장됩

니다.

설문에 응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클리 대학 한국학연구소

                

                                 안 병 철

                     (Tel)  510-642-2225(O)

,         .                 510-527-5897(H)   

                     (Fax)  510-643-7062

 (E-mail) mine@violet.berkeley.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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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설문에 답하시거나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국에는 언제 왔습니까?                           _______년

2.   미국에 올 당시 나이는 만 몇 살이었습니까?         _______살(만) 

3.   한국에서 몇 학년 몇 학기를 마치고 왔습니까?       _____학교 _____학년 _____학기

4.   미국에 와서는 몇 학년에 들어갔습니까?             ______학년

5.   재 몇 학년입니까?                               ______학년

6.   재 얼마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______년 _____개월

7.   그 에도 외국에 살거나 여행한 이 있습니까?

     (1)___없다          (2)___있다

     7-1.  있다면, 언제, 어디에, 그리고 얼마동안 살거나 여행을 하 는지 모두 어 주십시오.

               연도              국가                 기간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8.   미국에 오기  어는 몇 년 배웠습니까?        _______년

9.   미국에 오기  어로 외국인과 화가 가능했습니까?

     (1)___  가능하지 않았다            (2)___어느 정도 가능했다

     (3)___ 화에 불편이 없었다

10.  미국에 오기  어로 편지를 쓰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1)___  가능하지 않았다            (2)___어느 정도 가능했다

     (3)___편지 작성에 불편이 없었다

11.  미국에 오기  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까?

     (1)___  읽을 수 없었다             (2)___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

     (3)___불편없이 읽을 수 있었다

12.  미국에 오기  학교 성 은 평균 몇  정도 습니까?

     (1)___60  미만        (2)___60  - 65  미만 (3)___65  - 70  미만

     (4)___70  - 75  미만 (5)___75  - 80  미만 (6)___80  - 85  미만

     (7)___85  - 90  미만 (8)___90  - 95  미만 (9)___95  이상 

13.  재 어로 외국인과 화가 가능합니까?

     (1)___  가능하지 않다              (2)___어느 정도 가능하다

     (3)___ 화에 불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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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 어로 편지를 쓰는 것이 가능합니까?

     (1)___  가능하지 않다              (2)___어느 정도 가능하다

     (3)___편지 작성에 불편이 없다

15.  재 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1)___  읽을 수 없다               (2)___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3)___불편없이 읽을 수 있다

16.  재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알아 듣기가 어떻습니까?

     (1)___매우 어렵다                     (2)___약간 어렵다

     (3)___별로 어렵지 않다                (4)___  어렵지 않다

17.  재 학교 숙제를 혼자서 하기가 어떻습니까?

     (1)___매우 어렵다                     (2)___약간 어렵다

     (3)___별로 어렵지 않다                (4)___  어렵지 않다

18.  재 한사  없이 시험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떻습니까?

     (1)___매우 어렵다                     (2)___약간 어렵다

     (3)___별로 어렵지 않다                (4)___  어렵지 않다

19.  재 배우고 있는 과목  가장 따라가기 쉬운 과목은 무슨 과목입니까?  ________

20.  재 배우고 있는 과목  가장 따라가기 어려운 과목은 무슨 과목입니까?  _______

21.  지난 학기 미국 학교에서 본인의 평균 학교 성 은 어느 정도 습니까?

     (1)___D-     (2)___D     (3)___D+     (4)___C-     (5)___C     (6)___C+

     (7)___B-     (8)___B     (9)___B+     (10)___A-    (11)___A    (12)___A+ 

22.  주 의 한국 유학생들이 받고 있는 학업상의 스트 스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1)___스트 스가  없다     (2)___스트 스가 별로 없다

     (3)___스트 스가 약간 있다     (4)___스트 스가 많다

23.  재 본인의 학업상의 스트 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1)___스트 스가  없다     (2)___스트 스가 별로 없다

     (3)___스트 스가 약간 있다     (4)___스트 스가 많다

24.  주 의 한국 유학생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스트 스를 해소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  재 본인은 어떤 방식으로 스트 스를 해소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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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 의 한국 유학생들  미국 학교 생활에 응하지 못해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1)___없다          (2)___있다

     26-1.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구체 으로 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미국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까?

     (1)___없다          (2)___있다

     27-1.  있다면, 구체 으로 어떤 활동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  재 가까이 지내는 한국 친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__________명              

   

29.  재 가까이 지내는 외국 친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__________명              

   

30.  외국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받아간 이 있습니까?

     (1)___없다          (2)___있다

     30-1.  있다면, 몇 번 입니까?      __________번     

31.  외국 친구가 집에 놀러 오거나 외국 친구를 집으로 한 이 있습니까?

     (1)___없다         (2)___있다

     31-1.  있다면, 몇 번 입니까?      __________번

32.  미국 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은 없습니까?

     (1)___소외감을 느끼는 이  많다      (2)___소외감을 느끼는 이 가끔 있다

     (3)___소외감을 느끼는 이 별로 없다  (4)___소외감을 느끼는 이  없다

33.  미국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은 없습니까?

     (1)___외로움을 느끼는 이  많다      (2)___외로움을 느끼는 이 가끔 있다 

     (3)___외로움을 느끼는 이 별로 없다  (4)___외로움을 느끼는 이  없다

34.  미국 생활에서 혼자서 운 은 없습니까?

     (1)___많았다                          (2)___가끔 있었다

     (3)___별로 없었다                     (4)___  없었다

35.  미국 생활에서 잠이 안와서 고생한 은 없습니까?

     (1)___많았다                          (2)___가끔 있었다

     (3)___별로 없었다                     (4)___  없었다

36.  한국에 화는 얼마나 자주 합니까?

     (1)___거의 하지 않는다                (2)___한 달에 한두번 정도

     (3)___한달에 서 번 정도              (4)___한 달에 다섯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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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한국에서는 화가 얼마나 자주 옵니까?

     (1)___거의 오지 않는다                (2)___한 달에 한두번 정도

     (3)___한 달에 서 번 정도             (4)___한 달에 다섯 번 이상

  

38.  외국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1)___어려움이 많다                   (2)___어려움이 약간 있다

     (3)___어려움이 별로 없다              (4)___어려움이  없다

     38-1.  어려움이 있다면, 주된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___언어장애          (2)___사고 방식의 차이

            (3)___나의 성격         (4)___공통의 화제가 없어서

            (5)___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구체 으로 어 주십시오)

39.  재 가장 어려운 은 무엇입니까?

     (1)___건강          (2)___학업          (3)___경제 인 문제  

     (4)___이성문제      (5)___향수병        (6)___어려움이 없다

     (7)___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구체 으로 어 주십시오)

40.   주말은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은 모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1)___가족과 함께 보낸다   (2)___친구와 논다         (3)___독서를 한다

     (4)___TV를 본다           (5)___비데오 테잎을 본다  (6)___운동을 한다

     (7)___음악 감상을 한다     (8)___컴퓨터 게임을 한다  (9)___쇼핑을 한다

     (10)___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구체 으로 어 주십시오)

41.  유학을 오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되는 항목은 모두 체크(V)해 주시

기 바랍니다.

     (1)___이민                           (2)___부모님 직장 때문에

     (3)___한국의 학교 교육이 싫어서      (4)___한국의 입시제도가 싫어서

     (5)___새로운 경험을 해 보기 해     (6)___ 어를 배우기 해

     (7)___보다 나은 교육을 받기 해     (8)___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

                                                   (구체 으로 어 주십시오)

42.  유학 결정은 가 하 습니까?

     (1)___본인          (2)___아버지          (3)___어머니    

     (4)___부모          (5)___본인과 부모     (6)___기타____________________

                                                      (구체 으로 어 주십시오)

43.  미국 학교와 비교할 때 한국 학교의 좋은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4.  미국 학교와 비교할 때 한국 학교의 나쁜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5.  한국 학교와 비교할 때 미국 학교의 좋은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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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한국 학교와 비교할 때 미국 학교의 나쁜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7.  한국에서는 방과후 몇 시간 정도 공부하 습니까?            _______시간

48.  미국에서는 방과후 몇 시간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까?         _______시간

49.  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면 그 게 하겠습니까?

     (1)___  그럴 생각이 없다     (2)___별로 그럴 생각이 없다

     (3)___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다

50.  재 미국 생활에 한 반 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___매우 불만이다   (2)___불만이다   (3)___불만도 만족도 아니다

     (4)___만족한다        (5)___매우 만족한다

51.  재 미국 학교 생활에 한 반 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___매우 불만이다   (2)___불만이다   (3)___불만도 만족도 아니다

     (4)___만족한다        (5)___매우 만족한다

52.  배경 질문입니다

     52-1.  성별  (1)___남     (2)___여

     52-2.  나이  _____살(만)

     52-3.  학교  _______________

     52-4   아버지 나이 _________________

     52-5.  아버지 직업  _________________(구체 으로 어 주십시오)

     52-6.  아버지 학력  _________________

     52-7   어머니 나이  ________________

     52-8.  어머니 직업  _________________(구체 으로 어 주십시오)

     52-9.  어머니 학력  _________________

     52-10.  가족 생활 수   (1)___하 (2)___ 의 하 (3)___ 의  (4)___ 의 상 (5)___상

     52-11. 형제 계  _____남 _____녀  _____째

     52-12. 주거형태

            (1)___부모님과 함께 거주     (2)___어머니와 함께 거주

            (3)___아버지와 함께 거주     (4)___기숙사에 거주

            (5)___하숙                   (6)___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

                                                  (구체 으로 어 주십시오)

53.  흔히들 한국의 학교 교육이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에 비추

어 볼 때 한국의 학교 교육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학교 교육의 문제 을 

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