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사랑 교육 

(결과 보고서)

일 시 : 2012 ~ 2014년

 (사)우리역사바로알기                   



강의 명 년도 학교 수 강좌 수 학생 수

국경일 이야기

2012년 62 625 18,249

2013년 205 1,723 49,659

2014년 345 2,866 67,609

전체 612 5,214 135,517

찬란한 한민족의 역사문화 이야기

2013년 55 481 12,356

2014년 242 2,600 47,606

전체 297 3,081 59,962

찬란한 문화유산 이야기
2014년 126 719 16,839

전체 126 719 16,839

독립영웅들 이야기
2014년 86 479 10,549

전체 86 479 10,549

총 합계 1,121 9,493 222,867

나라사랑교육 결과자료

목적 :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지혜와 얼을 가

르쳐주고 수난의 역사를 극복해 왔던 불굴의 정신을 알려줌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진 리더로 자라게 한다.

개요 : 

1. 교실수업 

 - 서울시내 초,중,고 각 교실로 강사가 들어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재미있게 스토리

텔링 하여 동영상, 음악, 몸으로 느껴보기 등 생동감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 

전,후 설문지를 통하여 수업의 효과에 대한 자료로 활용한다.

2. 현장체험학습

 - 역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곳에 얽힌 역사를 배움으로서 추상적인 역사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책에서 배운 내용을 마주하고 이야기로 풀어내면 누구

나 멀게만 느껴지던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다가와 감동을 받게 되고 교육의 효과도 

크다.

교실수업 실적 및 성과 :



         사전설문 분석표          사후설문 분석표

         사전설문 분석표          사후설문 분석표

         사전설문 분석표          사후설문 분석표

설문결과 분석표 : 사전사후 설문지 분포도

 [나라사랑 국경일 이야기 강좌] 

   설문1. 나는 국경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다.

 [찬란한 한민족의 역사, 문화 이야기] 

   설문2. 나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역사왜곡에 대하여 알고 있다.

 

 [찬란한 한민족의 문화유산이야기] 

   설문5. 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하여 알고 있다.



         사전설문 분석표          사후설문 분석표

       국경일 이야기 도표    찬란한 역사, 문화 이야기 도표

문화유산 이야기 도표        독립영웅들 이야기 도표

 [독립영웅들 이야기] 

   설문1. 나는 경술국치에 대해 알고 있다.

설문결과 분석표 : 백분율 도표



      국경일 이야기 수업장면  찬란한 역사문화 이야기 수업장면

문화유산 이야기 수업장면      독립영웅들 이야기 수업장면

  강좌 활동 자료사진

현장체험학습 실적 및 성과 :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학부모

일반
합계인원

참여인원(2013) 822명 325명 32명 501명 1,680명

참여인원(2014) 908명 2,746명 63명 955명 4,672명

합계 1,730 3,071 95 1,456 6,352명

 체험학습 장소 :

 나라사랑 현장 : 국립서울현충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백범기념관 & 효창

공원, 독립기념관, 유관순기념관, 북한산독립유공자묘역순례길, 4.19 모역 및 

기념관, 현충사, 삼랑성 & 광성보 등

 문화유산 : 서울 5대궁궐(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종묘, 사

직단, 성균관, 한양도성 성곽, 남한산성, 수원화성, 몽촌토성, 강화도 고인돌유

적지, 남산한옥마을 등



     효창공원 현장체험학습  국립서울현중원 참배 장면

      창덕궁 현장체험학습 서대문형무소역사박물관 현장답사

    창의서울학생배움터 재지정 교육부우수교육기부단체지정(2014)

 박물관 & 기념관 : 국립고궁박물관, 한글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안중근기

념관, 전쟁기념관 등

 현장체험학습 활동 자료사진

 교육관련 활동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