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 A1-2011-0005
      자 료 명 : 국사교육에 대한 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00000입니다. 

저희는 국사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자 ○○○  전화: ○○○-○○○○

문1.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중요하다

2) 대체로 중요하다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4)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모르겠다

문2. 올해부터 고등학교에서 국사과목이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문3. 귀하께서는 고등학교의 국사과목이 선택과목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모르겠다

 

문4. 고등학교 국사과목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중 어느 쪽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2) 선택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문5.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사 지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은 수준이다

2)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3) 보통 수준이다

4)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5)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문6. 국사를 공부해야 자국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며 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공감한다

2) 대체로 공감한다

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 모르겠다

문7. 글로벌 시대에서 폭넓고 다양한 인재 육성을 위해 고등학교부터는 학생들에게 모든 과목을 자

유롭게 선택하게 해야 하며, 이에 국사과목도 선택과목으로 지정 돼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

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공감한다

2) 대체로 공감한다

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 모르겠다

문8. 갈수록 국사 교육이 축소되면서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대체로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모르겠다

문9.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은 자국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시대 세계 역사의 일부분으로 한국사를 조

망해야 한다며 국사교육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입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1)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입장

2) 역사교육을 축소하는 입장

3) 모르겠다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대

초,중,고 학부모 여부 (기혼자에 한해)

직업

학력

소득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