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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청소년이 적절한 영양과 건강을 누리고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표시해 주세요．

읽 고

유해한 것으로부터

해당되는 번호에 V

문1. 자신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입니까？

-T正 ‘히 주의를 기울인다

2. 약간 주의를 기울인다

3.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4.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문2.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까？

    1. 부모님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에 데리고 간다

    2.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다

    3. 스스로 정 기 적 인 건강진단을 받는다

  4. 비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다

    5.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문3. 현재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하고 있는

    하는 운동은 제외）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하고

1. 전혀 하고 있지 않다

3. 일주일에 3, 4회 정도

2. 일주일에

4, 매일한다

운동（단， 학교 채육시간에
있습니까？

l, 2회 정도

문4. 평일 날（토 · 일요일 제외） 일어나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은 몇 시 입니까？

  4-1. 일어나는 시간    （대략 오전   시  분）

  4-2. 잠드는 시간     （대략 오후   시  분）

문5. 아침 식 사를 합니 까？

    1. 매일 먹는다

    3. 가끔 먹는다

2. 자주 먹는 편이다

4. 거의 먹지 않는다

궁미 국저j기준 대비 한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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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 지금까지 자살을 생각하기나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l, 전혀 없다

    2. 가끔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 자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4.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문9.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 용
자주
있다

가끔
있다

거 의
없다

전혀
없다

9-1. 남자（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불공평하게
      취급당한 경험이 있다

l 2 魯參 4
9-2. 공부를 못 한다（또는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공평하게 취급당한 경험이 있다
l 2 魯J 4

9-3.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
l 2 nj 49-4, 외모（생김새）나 체격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
l 히乙 魯夕 4

문10. 지난 1년간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 여기서 ‘체벌’이란 회초리 등의 물리적

도구 또는 손과 발

을 말함）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것

내 용
전혀

없다
l ,4회 5,9회

ro회
이상

ro-1. 부모님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1 2 3 410-2. 선생님으로부터 체벌 받은 강험 1

히쓸

3 4

문n,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廠문l2로 가시오）

丁］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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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자유에 속한다
14-1. 가 출 1 214-2. 흡 연 l

2

14-3. 음 주 l 214.4. 돈 걸고 내기하기 l 214-5. 물건 훔치기 l

야‘

14-6. 공공기물 훼손 l 214-7.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기 1 2l4- 8. 말로 다른 사람 괴롭히기 l 214-9. 폭력 휘두르기 1

2

14-10. 성인 사이트 보는 것 l 2l4-n. 성 인 비 디 오， 성 인 잡지 를 보는 것 l

2

14-12. 성 매 매 l 214-13.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l 214-14. 학교수업 빼먹기 1 2l4- 15. 환각제나 마약사용 l 2

문15. 당신은 인터넷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욕이나 짓궂은 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자주 있다         2. 가끔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咸3, 4번은 문16으로 가시오）

문l5-l(l번과 2번에 대답한 사람만） 위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대처

      하십니까？

  1. 말로 대꾸하거나 똑같이 해 준다       2. 무시 한다

  3. 친구와 상의 한다               4. 부모와 상의 한다

  5. 메일주소를 바꾸거나 게시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6. 기타

궁지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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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0. 휴일을 보내는 방법 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개를 고른 후 그 순위를

    기록해주십시오．

    1. 공부   2. 학교공부 외의 독서   3. TV 시청    4. 게임

    5, 인터넷   6, 친구와 놀기      7. 음악， 회화 등 취미활동

    8. 문화， 예술 관람（영화， 음악회 등）   9. 운동

    10. 휴대폰으로 대화          n. 쇼핑

    12. 집에서 휴식            13. 기타

20,1. 당신은 휴알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20-2. 당신은 휴일에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l순위：      2순위：    3순위：

문21. 현재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동아리인지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 시오．

    1. 활동하고 있지 않다

    2. 학교 내 동아리
    3, 학교 밖 동아리（사이버가 아닌 현실 동아리）

    4.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동아리

문22.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용
  매우

1 그렇다
그렇다 枸 다

峰 小
그 cL

礪「楓
22-1. 나는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l 2 3 422-2. 나는 보통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 1 2 3 422-3.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22-4. 현실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l 2 3 4

22-5. 스스로 어떤 일을 해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l 2 3 4
22-6. 주변사람의 의 견에 쉽 게 영 향을 받는 편이 다 1 2 3 422-7. 나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편이다 l 2 3 4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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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25. 당신은 학교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매우 힘들다    2. 힘든 편이다  3. 적당하다

    4. 쉬운 편이다    5. 매우 쉬운 편이다

문26.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 자주 있다  2. 가끔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1        （曄3, 4번은 문27번으로 가시오）

26-l (1번과 2번에 대답한 사람만）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V표 해 주십시오．

    1. 괴롭힘을 당한다        2. 친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

    3. 성적이 좋지 않다       4. 교사가 불공평한 대우를 한다

    5, 가정이 경 제적으로 어 렵다   6.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

    7. 공부하는 것이 싫다      8. 학교수업이 재미가 없다

    9. 학교규율이 엄격해서 자유롭지 않다 10.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n. 몸 상태 흑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12. 기타 0

문27. 만약 가능하다만 외국으로 유학가고 싶습니까？

    1. 예              2. 아니오 （臟문28로 가시오）
        l

  27-1. (l번에 대답한 사람만）그 이유를 모둣 v표 해 주십시오．
    1. 외국의 교육환경이 좋아서    2. 외국의 치안사정이 좋아서

    3. 언어공부에 유리해서      4. 외국의 생활수준이 높아서

    5. 국내의 진학경 챙이 치 열해서   6.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7. 장래 취 직에 유리해서      8. 잘 모름

문28.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다음의 각 측면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 다고 생 각하십 니 까？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8-1. 진학을 위한 입시 준바 l 2 3 428－二 자신의 적성／특기 계발 1 2 3 428-3. 자신의 진롸직업 선택 l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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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3. 학교 발전을 위해 학생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학교의 일이므로 학생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2.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반영되지 않으므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3.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문34.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4-1.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은 그

    가정의 사생활이므로 다른 사람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

l 2 3 4

34-2. 나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조

    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1 2 3 4

34-3. 사회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콴여하고 싶지 않다
l 2 3 4

34-4. 내 개인의 힘은 정부의 정책 결정
    에 영향을 줄 수 없다

l 2 3 4

문35. 청소년들이 사회문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3, 참여할 필요가 없다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2. 참여하는 것이 좋다

4. 참야해도 무의미하다

문36,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 에 청

      소년들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보장하고 있다        2. 보장하는 편이다

    3. 별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4,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문37. 전반적으로 볼 때 당신의 권리 수준에 만족합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하지 않는다  5. 매우 불만스럽다  6. 잘 모르겠다

輛ㅓ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m

…  -    …



즈희  -x곰륩  융｛Y否끼“�「논  ㅐ冊0「  ’II

                                    H  旨綽  珊      橫  幢猖옵  ·t

                  H槍올  {      H  旨驪옵  ·Z       H幢윱  ’I

어〃h큽  읜贍  【鱗巨k  옵  응衲  극｛Y눕H눕  脯什私  Hk邑Iy  글［r  [k근憎  卄ㅓz  '9곰

H綽〔  {H눕2  2       n눕I  ’I

琡  h  祗  H눕  麗  ·t곰

                                                下눕읔E褘울  ’t

    泗눕읔E  tk곰臟  ·E     E눕읔E  (k綽祛  Z     泗눕옻  ’I

                      （綽巨뷰｛묘  【다Y솥臘눠응  万【k곰禪  긍綽盼

隱  ‘키k綽忌  긍遁눕D  극승탓  脯祗눕읔ㅠ緯울※）  ‘극泗눕  D옻  눕匯  ‘〔곰

H  □□6I  乙극否텨戱롭  瞳什省  죙Z곰

艇  ㅑQ  Z卄뢴  ■I

乙긍驢琵  瞳p石  'I곰

                      룝否Iy큐士  8의팀응  Ikl의도루  H石后，윤胃  긍已

!R  굳由  1陋융6ㄱ月응  ㅓ하카큉곰麗  굳1승  릉h곱ㅓ稷  l石IY巫곰류  긍믐1그  ※

                                        I그鞨  【o辰  굽  順눋棺  ’9

                              0  綽�乙  ’드

                                    七麗猖k棺  l脯움공艇ㅏY  ’t

                        七麗脾ㅑ아랗  瞬음  匯鍾곰롭쑵  衲瞳탄匯k  ·E

      艇褐脾緯표  릉D脯  胞  飇음  l디o【膵물  T해z  十차伋褘（기k  滂t脾D  ㅓZ

                                      七麗綽  릉굴五  艇떼릎손槍  ’I

              ㅓ지Y驪솥  표A  綽룬  송百  릉융田省順  【z극褐  【야륑탓

굽卜  릉움宿鱗棺  긍羅  艇응綽  瞋巾  Ik庭곰  M￥祉MY  緯鱗  nl  근躇  '6E곰

七글百  류  ·〔    뉩麗  ㅍ‘忌  균눔  Z     七形  ㅍ忌  ’I

      더�b무驪  E류  릉융胞  臟눋祉  確쎄褘HT찮  긍脯拓  ‘肝곰



문6. 당신의 가족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분을 V 표시

    해 주십시오．

    6-1. 아버지

    6.2. 어머니

    6-3. 형제 또는 자매

【．흐－4. 조부모님（또는 두 분 중의 한분）

    6-5. 친척

, －上－6. 기숙사 생활로 가족과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내고 있다

그－ 7. 기타 （구체적으로       )

문7. 부모님의 최종학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7-1. 아버지

  1. 중학교 졸업 이하

  4. 대학교（4년제） 졸업

2. 고등학교 졸업

  5, 대학원 졸업

3, 전문대학（2년제） 졸업

7-2. 어 머 니

  1. 중학교 졸업 이하

  4. 대학교（4년제） 졸업

2. 고등학교 졸업

  5. 대학원 졸업

3. 전문대학（2년제） 졸업

문8.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가쟝의 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l, 매우 못 사는 편     2, 중간보다 못 사는 편   3. 중간 수준

    4. 중간보다 잘 사는 편   5. 매우 잘 사는 편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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