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앙케트 조사를 해보자 

전체의 흐름 

준비 자유연구계획서를 쓰는 법에 대해 설명한다. (20분) 

 

교류학습사례 자유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급내에서 발표한다. (20분) 

             앙케이트 항목을 작성한다. (45분) 

             앙케이트 용지를 작성한다. (숙제) 

             앙케이트를 회수하고 집계한다. (45분) 

             결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45분) 

 

테마  11.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레포트로 정리하자 

목표 

 -자신의 설정한 테마에 기초하여 조사 계획을 세울수 있다. 

 -앙케이트 항목을 만들 수 있다. 

 -앙케이트 결과를 집계하고, 정리할 수 있다. 

 -결과에서 자신 나름의 고찰을 할 수 있다. 

형태  비대면 

교구 교재  PC 

학생이 행하는 활동 

참조 프린트 

한국어 학급 

일본어 학급 

1)준비 

①자유연구계획서를 쓰는 법을 듣는다. 

②자유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개인 또는 그룹으로) 

③학급내에서 자유연구계획서를 발표한다. 

 

2)앙케이트 작성과 실시 

①앙케이트 항목을 작성한다. 

②앙케이트 문을 학습언어로 작성하고, 체크를 받는다. 

③앙케이트를 정서해서 상대학교에 보낸다. 

 

3)앙케이트 집계와 프레젠테이션 

①상대학교에서 앙케이트(회답을 끝낸 것)를 받는다. 



②결과를 집계하고 정리한다. 

③결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요약본이나 파워포인트 자료)를 모어로 

작성한다. 

④학급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레포트로 정리한다. 

⑤상대학교에 결과를 정리한 것을 보낸다. 

포인트 

 앙케이트는 결과를 집계하기 쉽도록 자유회답란은 줄이고, 선택지의 

항목을 많게 한다. 질문항목은 10개 이내로 하는 편이 좋다. 

변형 

 결과에 관한 퀴즈 문제를 작성하고, 문제를 출제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학생의 반응 

 

 

 수업후, 일본학생 한명 한명에게 인터뷰를 행하고, 자유연구에 관한 감상을 말해보도록 했다. 코멘트는 

「앙케이트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새삼 한국과 일본의 

식문화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일본인으로서 자신의 나라의 것을 알 기회도 되었다」「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바라보는 일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영향으로 평범하지 않은 일본어를 알고 있다고 느껴져서 조금 

신기했다」「더욱 깊이 조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음악은 세계를, 나라를 초월하기 때문에, 더욱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 여러 가지를 들으면 좋았을텐데」등 조사한 내용에 관한 발견, 자기자신의 

조사방법에 대한 반성,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어로의 앙케이트 작성, 집계작업은 고등학생에게는 

힘든 작업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자신이 알고 싶다고 생각한 테마에 기초하여 실시한 조사였기 

때문인지, 이해 못하는 한국어  앙케이트가 돌아와도, 사전이나 교사의 도움을 얻으면서 열심히 회답을 

이해하려고 하는 의욕적인 자세가 보였다. 

 또 발표회에서는 다른 학생의 조사결과의 보고도 들을 수 있었다. 자신 이외의 발표를 듣고 

인상깊었던 것에 대해 물어보며 특히 「한국인에 대한 일본」에 관한 발표에 대해 「한국학생들은 

독도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일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식민지 등)에 

대해서도 잘 학습하고 있는 것같이 느꼈다. 그것에 비해 우리들은 여행이나 관광, 미디어 등의 면에 

관심이 높고, 막상 역사적인 것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에 대해 모른다 

혹은 배운 것이 없다 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다」와 같이 한일 역사에 관한 지식의 차를 지적하는 

코멘트가 많이 보였다. 수업에 대해 이러한 사회과적인 질문에 대해 다룬 적은 없었지만, 일본 학생 

한명이 한국학생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유연구 테마로 선택했다. 그 

조사결과를 듣는 것으로 다른 일본학생도 자극을 받고, 한일 역사문제에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의 일한 관계에 대

해서 생각했다. 

日韓比較ミニコーナー

日韓の間に横たわる諸問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