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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2013-0077

자 료 명 역사교육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2013 

문1. 귀하는 몇 학년이십니까?
1) 초등학생 (☞ 설문 종료)
2) 중학교 1학년 (☞ 문4로)
3) 중학교 2학년 (☞ 문4로)
4) 중학교 3학년 (☞ 문4로)
5) 고등학교 1학년 
6) 고등학교 2학년 
7) 고등학교 3학년
8) 대학생 
9) 기타 (☞ 설문 종료)

문2. 귀하께서는 수능 시험 사회 과목 가운데 한국사를 선택할 예정입니까?
1) 그렇다 (☞ 문4로)
2) 아니다
3) 모르겠다 (☞ 문4로)

문3. 귀하께서 한국사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희망 대학에서 한국사 과목을 요구하지 않는다
2) 학습할 분량이 다른 사회 과목보다 많다
3) 한국사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4)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5) 기타 ( )

문4. 귀하가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국사를 배우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1) 1시간 (☞ 문6으로)
2) 2시간 (☞ 문6으로)
3) 3시간 (☞ 문6으로)
4) 4시간 (☞ 문6으로)
5) 5시간 (☞ 문6으로)
6) 6시간 (☞ 문6으로)
7) 7시간 이상 (☞ 문6으로)
8) 지금 배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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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귀하께서 지금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우지 않는다면 한국사는 언제 배우셨습니
까? 또는 언제 배우게 되십니까?
1) 지난해에 배웠다
2) 2학기나 내년에 배울 것이다
3)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4) 모르겠다

문6. 귀하께서는 학교에서의 한국사 수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대체로 만족한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

문7. 귀하는 한국사를 중·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문8. 국사를 공부해야 자국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며 국사 교육
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공감한다
2) 대체로 공감한다
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문9. 글로벌 시대에 폭넓고 다양한 인재 육성을 위해 고등학교부터는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야 하며, 이에 국사과목도 선택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공감한다
2) 대체로 공감한다
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문10. 귀하는 한국사 지식이 부족해서 불편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매우 자주 있는 편이다
2) 자주 있는 편이다
3) 별로 없는 편이다
4) 전혀 없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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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역사적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문항 수
는 6문항이며, 한 문항 당 15초 이상이 소요될 경우 응답 값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
가 됩니다. 

문11. 지문안내 및 시작하기 (  ) ==> 데이터값 없음

문12. 다음 중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1) 몽골의 침략
2) 당나라와의 전쟁 
3) 임진왜란
4) 황산벌 전투

문13. 다음 중 독립 운동가가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안중근
2) 이완용  
3) 윤봉길
4) 김구

문14. 야스쿠니 신사는 무엇입니까?
1) 일본의 불교 승려를 추모하는 곳
2) 일본 도쿄 인근 유명 온천
3)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의 각종 전쟁 전사자를 합사한 곳
4) 일본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남성

문15.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해는 언제입니까?
1) 1919년
2) 1929년
3) 1945년
4) 1950년
5) 1955년

문16. 다음 중 6.25 전쟁을 일으킨 국가는 어디입니까?
1) 북한
2) 남한
3) 중국
4) 소련
5)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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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7. 5.18 민주화 운동은 어느 도시에서 일어났습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전
4) 광주 
5) 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