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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

1.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1) 미혼 (☞ 문2로)

  2) 기혼 (☞ 문4로)

  3) 이혼, 사별 (☞ 문4로)

2. 현재 학생입니까?

  1) 예 (☞ 문3으로)

  2) 아니오 (☞ 설문종료)

3. 그렇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초등학교 1~3학년생 (☞ 문6으로)

  2) 초등학교 4~6학년생 (☞ 문6으로)

  3) 중학생 (☞ 문6으로)

  4) 고등학생 (☞ 문6으로) 

  5)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설문종료)

4. 그렇다면 자녀가 있습니까?

  1) 예 (☞ 문5로)        

  2) 아니오 (☞ 설문종료)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미디어 교육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활용, 

미디어 문화의 이해 등) 을 통한 청소년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

기 위한 사전조사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해 주신 설문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 솔직하

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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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취학 전 아동 (☞ 설문종료)

  2) 초등학교 1~3학년생 (☞ 문28으로) 

  3) 초등학교 4~6학년생 (☞ 문28으로) 

  4) 중학생 (☞ 문28으로) 

  5) 고등학생 (☞ 문28으로) 

  6)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설문종료)

========================================================

< 초,중,고등학생 대상 질문 >

6. 학교 내 어떤 청소년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1) 스카우트   2) 아람단  3) 해양소년단  4) 우주정보소년단  

  5) 잘 모름    6) 없음    7) 기타(                               )

7. 가입한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까? 

  1) 예 (☞ 문8로) 

  2) 아니오 (☞ 문11로)

8. 그렇다면 어떤 단체에 가입했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1) 스카우트   2) 아람단  3) 해양소년단  4) 우주정보소년단  

  5) 기타(                               )

9. 청소년 단체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1) 프로그램이 유익해서

  2) 체험활동이 많아서

  3) 교우관계를 넓힐 수 있어서 

  4) 진학에 도움이 되어서 

  5) 비용이 저렴해서

  6) 교사의 권유로

  7) 기타(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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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소년 단체와 관련해서 한 해 동안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 입니까?

   1) 없음 (☞ 문12로) 

   2) 10만원 이하 (☞ 문12로) 

   3) 11-20만원 (☞ 문12로) 

   4) 21-30만원 (☞ 문12로)    

   5) 31-40만원 (☞ 문12로) 

   6) 41-50만원 (☞ 문12로) 

   7) 50만원 초과 (☞ 문12로) 

   8) 잘 모르겠다 (☞ 문12로) 

11.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

시오.

  1) 관심이 없어서

  2) 프로그램이 유익하지 않아서

  3) 주위에 가입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4) 학업에 방해가 되므로

  5) 시간이 없어서

  6) 비용이 많이 들어서

  7) 학교내에 청소년 단체가 없어서

  8) 기타(서술:                           )

12. 청소년 단체 활동 프로그램이 열린다면 다음 중 가장 참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1) 캠프

  2) 견학 및 각종 체험활동

  3) 교육 프로그램

  4) 해외연수

  5) 특별히 없다

  6) 기타(                                  )

13. 앞으로 학교에 생겼으면 하는 청소년 단체 활동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

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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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4. 학교에 방송반이 있습니까?

  1) 예 (☞ 문15로)                    

  2) 아니오 (☞ 문24로)        

15. 학교 내 방송반에서는 어떤 형태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1) 교내 라디오 방송

  2) 교내 TV 방송

  3) 인터넷 방송, UCC  

  4) 잘 모름

  5) 기타 (                                  )

16. 학교 내 방송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17. 학교 내 방송반에서 하는 활동 중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1) 교내 소식 전달

2) 점심 및 휴식시간의 음악 방송

3) 교내 축제 및 행사 진행 

4) 영상물, UCC 제작

5) 제작 장비 이론 및 실습

6) 없다

7) 기타 (                                    )

18. 방송반에 참가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19로)          

2) 없다 (☞ 문23으로)          

19. 방송반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내 손으로 방송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2) 앞으로 방송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싶어서 경험을 쌓기 위해

3) 창의력 등 다양한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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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어느 정도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4) 교우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5) 방송반을 하면 특별해 보일 것 같아서

6) 선생님, 부모님의 권유로

7) 기타 (                                )

20. 방송반 활동에는 얼마나 만족합니까?

21. 방송반을 하면서 느낀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 방송반 활동 자체가 재미있다

2) 창의력 등 다양한 소질을 계발할 수 있다

3)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4) 교우관계를 넓힐 수 있다

5)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졌다

6) 방송 관련 직업으로의 진출에 도움이 된다

7) 기타 (                              ) 

22. 방송반을 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 방송장비, 시설의 부족 (☞ 문24로)       

2) 방송제작을 지도해줄 전문 인력의 부족 (☞ 문24로)   

3)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교재의 부족 (☞ 문24로)     

4) 방송에 대한 지식, 경험의 부족 (☞ 문24로)       

5) 학업 시간 부족 (☞ 문24로)        

6) 예산 등 학교 지원 부족 (☞ 문24로)        

7) 기타 (　　　　　　　　　　　　　　　）(☞ 문24로)      

23. 방송반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관심이 없어서 

2) 나의 진로나 소질과 관계가 없으므로

3) 학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4) 방송제작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5) 부모님의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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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송반의 시설 등이 열악해서

7) 기타 (                                )

24. 학교에서 미디어 관련 교육(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나 활용법, 미디어  

문화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25로)       

2) 아니오 (☞ 문26으로)       

25.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받아보았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1) 기획, 촬영, 편집 등 멀티미디어 제작(TV, 라디오, 영화, 광고, UCC 등) 

2) 정보검색 등 인터넷 활용 능력

3) 네티즌 문화 등 미디어 에티켓 교육

4) 미디어 내용물에 대한 비판적 이해 및 사고하기

5)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이용방법

6) 신문이나 잡지 등의 출판, 편집

7) 방송국 견학, 방송인과의 만남, 방송캠프 등 체험교육

8) 기타 (                       )

26. 미디어에 관련된 교육(멀티미디어 제작, 뉴미디어 활용법, 미디어 내용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실시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예 (☞ 문27로)                  

2) 아니오 (☞ 설문종료)        

27. 미디어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면 다음 중 어떤 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1) 기획, 촬영, 편집 등 멀티미디어 제작(TV, 라디오, 영화, 광고, UCC 등)

   (☞ 설문종료)      

2) 정보검색 등 인터넷 활용 능력 (☞ 설문종료)      

3) 네티즌 문화 등 미디어 에티켓 교육 (☞ 설문종료) 

4) 미디어 내용물에 대한 비판적 이해 및 사고하기 (☞ 설문종료)      

5)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이용방법 (☞ 설문종료)      

6) 신문이나 잡지 등의 출판, 편집 (☞ 설문종료)      

7) 방송국 견학, 방송인과의 만남, 방송캠프 등 체험교육 (☞ 설문종료)      

8) 기타 (                       ) (☞ 설문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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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대상 질문 >

28. 자녀가 다니는 학교 내 어떤 청소년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1) 스카우트   2) 아람단  3) 해양소년단  4) 우주정보소년단  

  5) 잘 모름    6) 없음    7) 기타(                               )

29. 자녀가 가입한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까?

  1. 예 (☞ 문30으로)       

  2. 아니오(☞ 문33으로)

30. 그렇다면 자녀분께서 어떤 단체에 가입했습니까?

  1) 스카우트   2) 아람단  3) 해양소년단  4) 우주정보소년단  

  5) 잘 모름    6) 기타(                               )

31. 자녀분께서 청소년 단체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 대로 골라

주십시오.

  1) 프로그램이 유익해서

  2) 체험활동이 많아서

  3) 교우관계를 넓힐 수 있어서 

  4) 진학에 도움이 되어서 

  5) 비용이 저렴해서

  6) 교사의 권유로

  7) 기타(서술:                           )

32. 자녀의 청소년 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한 해 동안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 

입니까?

   1) 없음 (☞ 문34로)        

   2) 10만원 이하 (☞ 문34로)      

   3) 11-20만원 (☞ 문34로)        

   4) 21-30만원 (☞ 문34로)       

   5) 31-40만원 (☞ 문3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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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1-50만원 (☞ 문34로)     

   7) 50만원 초과 (☞ 문34로)     

33. 자녀분께서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 대

로 골라주십시오.

  1) 자녀가 관심이 없어서

  2) 프로그램이 유익하지 않아서

  3) 주위에 가입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4) 학업에 방해가 되므로

  5) 시간이 없어서

  6) 비용이 많이 들어서

  7) 학교내에 청소년 단체가 없어서

  8) 기타(서술:                           )

34. 청소년 단체 활동 프로그램이 열린다면 다음 중 어떤 프로그램에 자녀

를 참가시키고 싶습니까?

  1) 캠프

  2) 견학 및 각종 체험활동

  3) 교육 프로그램

  4) 해외연수

  5) 특별히 없다

  6) 기타(                                    )

35. 자녀의 학교에 앞으로 생겼으면 하는 청소년 단체 활동이 있다면 무엇

입니까?  

 (                                            )        

       

36. 자녀의 학교에 방송반이 있습니까?

  1) 예 (☞ 문37로)                    

  2) 아니오 (☞ 문40으로)        

37. 자녀분께서 학교 방송반 활동을 하겠다면 참가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38로)          

  2) 없다 (☞ 문3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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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자녀분을 방송반에 참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본인이 흥미 있어 한다면 지원해주고 싶어서 (☞ 문40으로) 

2) 자녀의 진로탐색이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문40으로) 

3) 창의력 등 다양한 소질의 계발을 위해 (☞ 문40으로) 

4) 교우관계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 문40으로) 

5) 학창시절의 추억이 될 것이므로 (☞ 문40으로) 

6) 기타 (                                ) (☞ 문40으로) 

39. 자녀분을 방송반에 참가시키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학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2) 자녀의 진로나 소질과 관계가 없어보여서

3) 학교 방송반의 시설 등이 열악해보여서 

4) 방송반 활동이 고되고 힘들 것 같아서

5) 방송제작을 지도할 전문 교사가 없어서 

6) 기타 (                                ) 

40. 자녀가 학교에서 미디어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41로) 

2) 아니오 (☞ 문42로) 

41. 그렇다면 자녀분께서는 어떤 교육을 받아보았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

십시오.

1) 기획, 촬영, 편집 등 멀티미디어 제작(TV, 라디오, 영화, 광고, UCC 등) 

2) 정보검색 등 인터넷 활용 능력

3) 네티즌 문화 등 미디어 에티켓 교육

4) 미디어 내용물에 대한 비판적 이해 및 사고하기

5)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이용방법

6) 신문이나 잡지 등의 출판, 편집

7) 방송국 견학, 방송인과의 만남, 방송캠프 등 체험교육

8) 잘 모름

9)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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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디어에 관한 교육이 학생의 창의력 및 소질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합니까? 

1) 예

2) 아니오

43. 미디어에 관련된 교육(멀티미디어 제작, 뉴미디어 활용법, 미디어 내용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이나 체험 프로그램(방송국 견학, 방송 캠프 등)을 실시할 

경우 자녀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1) 예 (☞ 문44로)           

2) 아니오 (☞ 설문종료) 

44. 그렇다면 다음 중 어떤 교육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싶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1) 기획, 촬영, 편집 등 멀티미디어 제작(TV, 라디오, 영화, 광고, UCC 등)  

2) 정보검색 등 인터넷 활용 능력

3) 네티즌 문화 등 미디어 에티켓 교육

4) 미디어 내용물에 대한 비판적 이해 및 사고하기

5)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이용방법

6) 신문이나 잡지 등의 출판, 편집

7) 방송국 견학, 방송인과의 만남, 방송캠프 등 체험교육

8) 기타 (                       )

45. 자녀의 학교에서 미디어에 관련된 교육(멀티미디어 제작, 뉴미디어 활용법, 

미디어 내용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이나 체험 프로그램(방송국 견학, 방송 캠

프 등)을 실시할 경우 한 해 동안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없음

2) 10만원 이하

3) 11-20만원    

4) 21-30만원   

5) 31-40만원

6) 41-50만원

7) 50만원 초과

- 끝까지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