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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이름 변수설명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스웨덴⒮

kq1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문1. 자신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입니까？ [jq6] [cq1] [aq6] [sq1]

kq2 건강검진 여부 문2.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까？ [jq7] [cq2] [aq7] [sq2]

kq3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여부
문3. 현재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하고 있는 운동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aq8] [sq3]

kq4_1 평일 기상시간(시) [sq4]

kq4_2 평일 기상시간(분) [sq4]

kq4_3 평일 취침시간(시) [sq4]

kq4_4 평일 취침시간(분) [sq4]

kq5 아침식사 하는지 여부 문5. 아침 식사를 합니까？ [jq9] [cq4] [aq9] [sq5]

kq5_1 아침식사 안하는 이유 문5-1. 아침을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jq9_1] [cq4_1] [aq9_1] [sq5_1]

kq6_1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의견에 대한 동
의

문6-1.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jq11_1] [cq11_1] [aq11_1] [sq6_1]

kq6_2
음식의 영향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문6-2. 음식을 고를 때 영양의 균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jq11_2] [cq11_2] [aq11_2] [sq6_2]

kq6_3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는 의견
에 대한 동의

문6-3.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 [jq11_3] [cq11_3] [aq11_3] [sq6_3]

kq6_4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 운동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문6-4.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jq11_4] [cq11_4] [aq11_4] [sq6_4]

문4-1. 일어나는 시간

문4-2. 잠드는 시간

 ▌「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5개국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스웨덴)  변수목록과 설문문항

[jq8] [cq3]

[jq8] [cq3] [aq8]

[a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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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이름 변수설명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스웨덴⒮

kq7_1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치안상태 문7-1.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jq22_1] [cq27_1] [aq22_1] [sq7_1]

kq7_2 자신의 학교 주변 치안상태 문7-2. 자신의 학교주변 [jq22_2] [cq27_2] [aq22_2] [sq7_2]

kq8 자살시도 경험 유무 문8. 지금까지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sq8]

kq9_1 성별 이유로 차별 경험 문9-1. 남자(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불공평하게 취급당한 경험이 있다 [jq27_1] [cq10_1] [aq27_1] [sq9_1]

kq9_2 성적 이유로 차별 경험 문9-2. 공부를 못 한다는 이유로 불공평하게 취급당한 경험이 있다 [jq27_2] [cq10_2] [aq27_2] [sq9_2]

kq9_3 가정형편 이유로 차별 경험 문9-3.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 [jq27_3] [cq10_3] [aq27_3] [sq9_3]

kq9_4 외모나 체격 이유로 차별 경험 문9-4. 외모나 체격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 [jq27_4] [cq10_4] [aq27_4] [sq9_4]

kq10_1 부모님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문10-1. 부모님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sq10_1]

kq10_2 선생님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문10-2. 선생님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sq10_2]

kq11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문11.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sq11]

kq11_1 아르바이트하면서 경험1: 임금을 받지 못함
문11-1-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sq11_1]

kq11_2 아르바이트하면서 경험2: 계약시간보다 초과
문11-1-2.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키거나
처음하기로 한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sq11_2]

kq11_3
아르바이트하면서 경험3: 작업환경이 불결하
고 위험

문11-1-3.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sq11_3]

kq11_4 아르바이트하면서 경험4: 폭언 등 인격 모독 문11-1-4.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sq11_4]

kq11_5 아르바이트하면서 경험5: 구타나 폭행 문11-1-5.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sq11_5]

kq11_6 아르바이트하면서 경험6: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11-1-6.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sq11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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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12_1 학교에서 있는 일1: 욕설 문12-1. 욕설로 남을 괴롭힘 [jq26_1] [cq25_1] [aq26_1] [sq12_1]

kq12_2 학교에서 있는 일2: 불공평한 대우 문12-2. 불공평한 대우 [jq26_2] [cq25_2] [aq26_2] [sq12_2]

kq12_3
학교에서 있는 일3: 심한 말다툼이나 폭력행
사

문12-3. 심한 말다툼이나 폭력행사 [jq26_3] [cq25_3] [aq26_3] [sq12_3]

kq12_4
학교에서 있는 일4: 협박이나 폭력으로 금품
갈취

문12-4. 협박이나 폭력으로 금품갈취 [jq26_4] [cq25_4] [aq26_4] [sq12_4]

kq12_5 학교에서 있는 일5: 집단적으로 따돌림 문12-5. 한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림 [jq26_5] [cq25_5] [aq26_5] [sq12_5]

kq12_6 학교에서 있는 일6: 안전사고 문12-6. 안전사고 [jq26_6] [cq25_6] [aq26_6] [sq12_6]

kq12_7 학교에서 있는 일7: 공공기물파괴 문12-7. 공공기물파괴 [jq26_7] [cq25_7] [aq26_7] [sq12_7]

kq13_1 일탈행위 경험1: 가출
문13. 다음의 행동 중 경험한 것에 대해서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가출

[jq23_1] [cq30_1] [aq23_1] [sq13_1]

kq13_2 일탈행위 경험2: 흡연 2. 흡연 [jq23_2] [cq30_2] [aq23_2] [sq13_2]

kq13_3 일탈행위 경험3: 음주 3. 음주 [jq23_3] [cq30_3] [aq23_3] [sq13_3]

kq13_4 일탈행위 경험4: 돈걸고 내기 4. 돈 걸고 내기하기 [jq23_4] [cq30_4] [aq23_4] [sq13_4]

kq13_5 일탈행위 경험5: 물건훔치기 5. 물건훔치기 [jq23_5] [cq30_5] [aq23_5] [sq13_5]

kq13_6 일탈행위 경험6: 공공기물훼손 6. 공공기물 훼손 [jq23_6] [cq30_6] [aq23_6] [sq13_6]

kq13_7 일탈행위 경험7: 물건뺏기 7.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기 [jq23_7] [cq30_7] [aq23_7] [sq13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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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13_8 일탈행위 경험8: 말로괴롭힘 8.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힘 [jq23_8] [cq30_8] [aq23_8] [sq13_8]

kq13_9 일탈행위 경험9: 폭력행사 9. 폭력 휘두르기 [jq23_9] [cq30_9] [aq23_9] [sq13_9]

kq13_10 일탈행위 경험10: 성인사이트, 비디오, 잡지 10. 성인사이트, 성인비디오, 성인잡지를 보는 것 [jq23_10] [cq30_10] [aq23_10] [sq13_10]

kq13_11 일탈행위 경험11: 성매매 11. 성매매 [jq23_11] [cq30_11] [aq23_11] [sq13_11]

kq13_12 일탈행위 경험12: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12.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jq23_12] [cq30_12] [aq23_12] [sq13_12]

kq13_13 일탈행위 경험13: 학교수업빼먹기 13. 학교수업 빼먹기 [jq23_13] [cq30_13] [aq23_13] [sq13_13]

kq13_14 일탈행위 경험14: 환각제, 마약사용 14. 환각제나 마약사용 [jq23_14] [cq30_14] [aq23_14] [sq13_14]

kq14_1 가출에 대한 의식 문14-1. 가출 [jq24_1] [cq26_1] [aq24_1] [sq14_1]

kq14_2 흡연에 대한 의식 문14-2. 흡연 [jq24_2] [cq26_2] [aq24_2] [sq14_2]

kq14_3 음주에 대한 의식 문14-3. 음주 [jq24_3] [cq26_3] [aq24_3] [sq14_3]

kq14_4 돈 걸고 내기하기에 대한 의식 문14-4. 돈 걸고 내기하기 [jq24_4] [cq26_4] [aq24_4] [sq14_4]

kq14_5 물건 훔치기에 대한 의식 문14-5. 물건훔치기 [jq24_5] [cq26_5] [aq24_5] [sq14_5]

kq14_6 공공기물 훼손에 대한 의식 문14-6. 공공기물 훼손 [jq24_6] [cq26_6] [aq24_6] [sq14_6]

kq14_7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기에 대한 의식 문14-7.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기 [jq24_7] [cq26_7] [aq24_7] [sq14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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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14_8 말로 다른 사람 괴롭히기에 대한 의식 문14-8.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힘 [jq24_8] [cq26_8] [aq24_8] [sq14_8]

kq14_9 폭력 휘두르기에 대한 의식 문14-9. 폭력 휘두르기 [jq24_9] [cq26_9] [aq24_9] [sq14_9]

kq14_10 성인 사이트 보는 것에 대한 의식 문14-10. 성인사이트 보는 것 [jq24_10] [cq26_10] [aq24_10] [sq14_10]

kq14_11 성인비디오, 성인잡지를 보는 것에 대한 의식 문14-11. 성인비디오, 성인잡지를 보는 것 [jq24_11] [cq26_11] [aq24_11] [sq14_11]

kq14_12 성매매에 대한 의식 문14-12. 성매매 [jq24_12] [cq26_12] [aq24_12] [sq14_12]

kq14_13 인터넷상에서 욕하기에 대한 의식 문14-13.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jq24_13] [cq26_13] [aq24_13] [sq14_13]

kq14_14 학교수업 빼먹기에 대한 의식 문14-14. 학교수업 빼먹기 [jq24_14] [cq26_14] [aq24_14] [sq14_14]

kq14_15 환각제나 마약사용에 대한 의식 문14-15. 환각제나 마약사용 [jq24_15] [cq26_15] [aq24_15] [sq14_15]

kq15
인터넷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욕이나 짓
궂은 말 경험

문15. 당신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욕이나
짓궂은 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jq25] [cq29] [aq25] [sq15]

kq15_1 (욕이나 짖궂은 말을 경험한 경우) 대처방법 문15-1. 위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jq25_1] [cq29_1] [aq25_1] [sq15_1]

kq16 고민 상담의 대상 있는지 여부 문16. 고민이 있을때 상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jq13] [cq7] [aq13] [sq16]

kq16_1 고민 상담자1: 아버지
문16-1. 상담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1. 아버지

[jq13_1] [cq7_1] [aq13_1] [sq16_1]

kq16_2 고민 상담자2: 어머니 2. 어머니 [jq13_1] [cq7_2] [aq13_2] [sq16_2]

kq16_3 고민 상담자3: 동성친구 3. 동성친구 [jq13_1] [cq7_3] [aq13_3] [sq16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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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16_4 고민 상담자4: 이성친구 4. 이성친구 [jq13_1] [cq7_4] [aq13_4] [sq16_4]

kq16_5 고민 상담자5: 선생님 5. 선생님 [jq13_1] [cq7_5] [aq13_5] [sq16_5]

kq16_6 고민 상담자6: 전문상담가 6. 전문상담가 [jq13_1] [cq7_6] [aq13_6] [sq16_6]

kq16_7 고민 상담자7: 형제자매 7. 형제자매 [jq13_1] [cq7_7] [aq13_7] [sq16_7]

kq16_8 고민 상담자8: 채팅상대나 메일친구 8. 채팅상대나 메일친구 [jq13_1] [cq7_8] [aq13_8] [sq16_8]

kq17_1 고민내용1: 학업스트레스
문17. 다음과 같은 일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1. 학업스트레스가 있다

[jq12_1] [cq6_1] [aq12_1] [sq17_1]

kq17_2 고민내용2: 친구와사교시간없음 2. 친구와 사귈 시간이 없다 [jq12_2] [cq6_2] [aq12_2] [sq17_2]

kq17_3 고민내용3: 운동시간없음 3. 운동할 시간이 없다 [jq12_3] [cq6_3] [aq12_3] [sq17_3]

kq17_4 고민내용4: 밥먹을시간없음 4. 제대로 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 [jq12_4] [cq6_4] [aq12_4] [sq17_4]

kq17_5 고민내용5: 따분한여가시간 5. 여가시간을 따분하게 보낸다 [jq12_5] [cq6_5] [aq12_5] [sq17_5]

kq17_6 고민내용6: 부모님의잦은부재 6. 부모님이 집에 자주 안 계신다 [jq12_6] [cq6_6] [aq12_6] [sq17_6]

kq17_7 고민내용7: 성차별경험 7. 성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jq12_7] [cq6_7] [aq12_7] [sq17_7]

kq17_8 고민내용8: 외모불만족 8.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jq12_8] [cq6_8] [aq12_8] [sq17_8]

kq17_9 고민내용9: 어려운가정형편 9. 가정형편이 어렵다 [jq12_9] [cq6_9] [aq12_9] [sq17_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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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17_10 고민내용10: 질병 10. 질병이 있다 [jq12_10] [cq6_10] [aq12_10] [sq17_10]

kq17_11 고민내용11: 가족간사이가좋지않음 11. 가족끼리 사이가 좋지 않다 [jq12_11] [cq6_11] [aq12_11] [sq17_11]

kq17_12 고민내용12: 적은용돈 12. 용돈이 적다 [jq12_12] [cq6_12] [aq12_12] [sq17_12]

kq17_13 고민내용13: 외로움 13.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jq12_13] [cq6_13] [aq12_13] [sq17_13]

kq17_14 고민내용14: 고민없음 14. 특별한 고민이 없다 [jq12_14] [cq6_14] [aq12_14] [sq17_14]

kq17_a 가장 큰 고민내용 (1순위) [sq17]

kq17_b 가장 큰 고민내용 (2순위) [sq17]

kq17_c 가장 큰 고민내용 (3순위) [sq17]

kq18 하루 평균 여가 시간
문18.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
까?

[jq17] [cq17] [aq17] [sq18]

kq19 여가시간이 충분한지 여부 문19. 당신은 평소에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jq18] [cq18] [aq18] [sq19]

kq20_1_1 휴일을 보내는 방법 (1순위) [jq19_1] [cq19_1_1] [aq19_1_1] [sq20_1]

kq20_1_2 휴일을 보내는 방법 (2순위) [jq19_1] [cq19_1_2] [aq19_1_2] [sq20_1]

kq20_1_3 휴일을 보내는 방법 (3순위) [jq19_1] [cq19_1_3] [aq19_1_3] [sq20_1]

kq20_2_1 휴일에 하고 싶은 것 (1순위) [jq19_2] [cq19_2_1] [aq19_2_1] [sq20_2]

kq20_2_2 휴일에 하고 싶은 것 (2순위) [jq19_2] [cq19_2_2] [aq19_2_2] [sq20_2]

kq20_2_3 휴일에 하고 싶은 것 (3순위) [jq19_2] [cq19_2_3] [aq19_2_3] [sq20_2]

문17-1. 위의 1번 - 13번까지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입
니까?

문20-1. 당신은 휴일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문20-2. 당신은 휴일에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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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21_1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활동1: 활동안함
문21. 현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동아리인지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 활동하고 있지 않다

[sq21_1]

kq21_2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활동2: 교내동아리 2. 학교내 동아리 [sq21_2]

kq21_3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활동3: 교외동아리 3. 학교밖 동아리 [sq21_3]

kq21_4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활동4: 사이버동아
리

4.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동아리 [sq21_4]

kq22_1 자기평가1: 미래에 대해 불안감 문22-1. 나는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jq28_1] [cq23_1] [aq28_1] [sq22_1]

kq22_2 자기평가2: 보통 정도의 능력 문22-2. 나는 보통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 [jq28_2] [cq23_2] [aq28_2] [sq22_2]

kq22_3
자기평가3: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

문22-3.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jq28_3] [cq23_3] [aq28_3] [sq22_3]

kq22_4
자기평가4: 현실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편

문22-4. 현실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jq28_4] [cq23_4] [aq28_4] [sq22_4]

kq22_5
자기평가5: 스스로 어떤 일을 해도 잘 하지 못
한다고 생각

문22-5. 스스로 어떤 일을 해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jq28_5] [cq23_5] [aq28_5] [sq22_5]

kq22_6
자기평가6: 주변사람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

문22-6. 주변 사람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이다 [jq28_6] [cq23_6] [aq28_6] [sq22_6]

kq22_7 자기평가7: 나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편 문22-7. 나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편이다 [jq28_7] [cq23_7] [aq28_7] [sq22_7]

kq23_1 부모님과의 관계1: 부모님의 의견에 따른다 문23-1. 부모님의 의견에 따른다 [jq20_1] [cq24_1] [aq20_1] [sq23_1]

kq23_2 부모님과의 관계2: 부모님을 존중 문23-2.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다 [jq20_2] [cq24_2] [aq20_2] [sq23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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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23_3 부모님과의 관계3: 부모님에게 자주 반항 문23-3. 부모님에게 자주 반항한다 [jq20_3] [cq24_3] [aq20_3] [sq23_3]

kq23_4 부모님과의 관계4: 부모님과 자주 대화 문23-4. 부모님과 자주 대화한다 [jq20_4] [cq24_4] [aq20_4] [sq23_4]

kq23_5
부모님과의 관계5: 부모님이 자주 간섭하는
편

문23-5. 부모님이 자주 간섭하는 편이다 [jq20_5] [cq24_5] [aq20_5] [sq23_5]

kq23_6
부모님과의 관계6: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문23-6.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jq20_6] [cq24_6] [aq20_6] [sq23_6]

kq23_7
부모님과의 관계7: 가출을 하고 싶다고 생각
한 적

문23-7. 가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jq20_7] [cq24_7] [aq20_7] [sq23_7]

kq23_8 부모님과의 관계8: 부모님은 나를 자주 격려 문23-8. 부모님은 나를 자주 격려해 준다 [jq20_8] [cq24_8] [aq20_8] [sq23_8]

kq23_9 부모님과의 관계9: 부모님은 나를 자주 질책 문23-9. 부모님은 나를 자주 질책한다 [jq20_9] [cq24_9] [aq20_9] [sq23_9]

kq23_10 부모님과의 관계10: 부모님은 내 공부에 관심 문23-10. 부모님은 내 공부에 관심이 있다 [jq20_10] [cq24_10] [aq20_10] [sq23_10]

kq23_11
부모님과의 관계11: 부모님은 내 친구관계를
잘 아신다

문23-11. 부모님은 내 친구관계를 잘 아신다 [jq20_11] [cq24_11] [aq20_11] [sq23_11]

kq23_12
부모님과의 관계12: 부모님은 나의 학교 생활
을 잘 알고 계신다

문23-12. 부모님은 나의 학교 생활을 잘 알고 계신다 [jq20_12] [cq24_12] [aq20_12] [sq23_12]

kq23_13
부모님과의 관계13: 나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
인지 알고 계신다

문23-13. 부모님은 나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jq20_13] [cq24_13] [aq20_13] [sq23_13]

kq23_14
부모님과의 관계14: 내가 귀가 후에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문23-14. 부모님은 내가 귀가 후에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고 계신
다

[jq20_14] [cq24_14] [aq20_14] [sq23_14]

kq23_15
부모님과의 관계15: 내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문23-15. 부모님은 내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jq20_15] [cq24_15] [aq20_15] [sq23_15]

kq23_16
부모님과의 관계16: 나의 진로에 대해 나의
의견을 존중

문23-16. 부모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jq20_16] [cq24_16] [aq20_16] [sq23_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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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24_1_1 학교에서의 공부시간(시간) [sq24]

kq24_1_2 학교에서의 공부시간(분) [sq24]

kq24_2_1 집에서의 공부시간(시간) [sq24]

kq24_2_2 집에서의 공부시간(분) [sq24]

kq24_3_1 학원에서의 공부시간(시간) [sq24]

kq24_3_2 학원에서의 공부시간(분) [sq24]

kq25 학교공부가 힘든 정도 문25. 당신은 학교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jq14] [cq12] [aq14] [sq25]

kq26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문26.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jq15] [cq13] [aq15] [sq26]

kq26_1 학교 가기 싫은 이유1: 괴롭힘
문26-1.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괴롭힘을 당한다

[jq15_1] [cq13_1] [aq15_1] [sq26_1]

kq26_2 학교 가기 싫은 이유2: 좋지 않은 친구관계 2. 친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 [jq15_1] [cq13_2] [aq15_2] [sq26_2]

kq26_3 학교 가기 싫은 이유3: 좋지 않은 성적 3. 성적이 좋지 않다 [jq15_1] [cq13_3] [aq15_3] [sq26_3]

kq26_4 학교 가기 싫은 이유4: 교사의 불공평한 대우 4. 교사가 불공평한 대우를 한다 [jq15_1] [cq13_4] [aq15_4] [sq26_4]

kq26_5 학교 가기 싫은 이유5: 어려운 가정사 5.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jq15_1] [cq13_5] [aq15_5] [sq26_5]

kq26_6 학교 가기 싫은 이유6: 좋지 않은 가족관계 6.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 [jq15_1] [cq13_6] [aq15_6] [sq26_6]

[aq10c]

[aq10a]

[jq10] [cq5-2] [aq10b]문24-2. 집에서의 공부시간

문24-3. 학원에서의 공부시간

[jq10] [cq5-1]

[jq10] [cq5-3]

문24-1. 학교에서의 공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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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26_7 학교 가기 싫은 이유7: 공부하기 싫음 7. 공부하는 것이 싫다 [jq15_1] [cq13_7] [aq15_7] [sq26_7]

kq26_8 학교 가기 싫은 이유8: 재미없는 학교수업 8. 학교수업이 재미가 없다 [jq15_1] [cq13_8] [aq15_8] [sq26_8]

kq26_9 학교 가기 싫은 이유9: 엄격한 학교규율 9. 학교규울이 엄격해서 자유롭지 않다 [jq15_1] [cq13_9] [aq15_9] [sq26_9]

kq26_10
학교 가기 싫은 이유10: 아침에 일어나기 힘
듦

10.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jq15_1] [cq13_10] [aq15_10] [sq26_10]

kq26_11
학교 가기 싫은 이유11: 좋지않은 몸상태나
컨디션

11.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jq15_1] [cq13_11] [aq15_11] [sq26_11]

kq27 유학 희망 여부 문27. 만약 가능하다면 외국으로 유학가고 싶습니까? [jq16] [cq14] [aq16] [sq27]

kq27_1 (유학희망이유) 좋은 교육환경
문27-1. 그 이유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외국의 교육환경이 좋아서

[jq16_1] [cq14_1] [aq16_1] [sq27_1]

kq27_2 (유학희망이유) 좋은 치안사정 2. 외국의 치안사정이 좋아서 [jq16_1] [cq14_2] [aq16_2] [sq27_2]

kq27_3 (유학희망이유) 언어공부에 유리 3. 언어공부에 유리해서 [jq16_1] [cq14_3] [aq16_3] [sq27_3]

kq27_4 (유학희망이유) 높은 생활수준 4. 외국의 생활수준이 높아서 [jq16_1] [cq14_4] [aq16_4] [sq27_4]

kq27_5 (유학희망이유) 치열한 국내 진학경쟁 5. 국내의 진학경쟁이 치열해서 [jq16_1] [cq14_5] [aq16_5] [sq27_5]

kq27_6 (유학희망이유) 다른 문화 이해 6.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jq16_1] [cq14_6] [aq16_6] [sq27_6]

kq27_7 (유학희망이유) 장래 취직에 유리 7. 장래 취직에 유리해서 [jq16_1] [cq14_7] [aq16_7] [sq27_7]

kq27_8 (유학희망이유) 유학 잘 모름 8. 잘 모름 [jq16_1] [cq14_8] [aq16_8] [sq27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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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28_1
학교교과내용이 진학을 위한 입시 준비에 도
움이 되는 정도

문28-1.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 [sq28_1]

kq28_2
학교교과내용이 자신의 적성 특기 계발에 도
움이 되는 정도

문28-2. 자신의 적성, 특기 계발 [sq28_2]

kq28_3
학교교과내용이 자신의 진로 직업 선택에 도
움이 되는 정도

문28-3. 자신의 진로, 직업 선택 [sq28_3]

kq29_1
부모님의 의견존중정도1: 입시학원이나 가정
교사

문29-1.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jq21_1] [cq31_1] [aq21_1] [sq29_1]

kq29_2
부모님의 의견존중정도2: 취미학원이나 취미
교실

문29-2.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jq21_2] [cq31_2] [aq21_2] [sq29_2]

kq29_3 부모님의 의견존중정도3: 진로나 진학문제 문29-3. 진로나 진학문제 [jq21_3] [cq31_3] [aq21_3] [sq29_3]

kq29_4 부모님의 의견존중정도4: 내 생활용품 구입 문29-4. 내 생활용품 구입 [jq21_4] [cq31_4] [aq21_4] [sq29_4]

kq29_5 부모님의 의견존중정도5: 가정 내 규칙 문29-5. 가정 내 규칙 [jq21_5] [cq31_5] [aq21_5] [sq29_5]

kq29_6
부모님의 의견존중정도6: 가족여행이나 여가
활동

문29-6.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 [jq21_6] [cq31_6] [aq21_6] [sq29_6]

kq29_7 부모님의 의견존중정도7: 가정의 중요한 일 문29-7. 가정의 중요한 일 [jq21_7] [cq31_7] [aq21_7] [sq29_7]

kq30 학생회 등 자치활동 참여 희망 여부 문30. 학생회 등 학교 내 자치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jq29] [cq34] [aq29] [sq30]

kq31 학교 규칙 제정에 학생의 의견 반영 여부
문31. 당신이 다니는 학교의 규칙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
까?

[jq30] [cq37] [aq30] [sq31]

kq32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문32. 당신의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때,
해당 학생에게 전후사정을 발언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jq31] [cq38] [aq31] [sq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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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33 학교운영에 학생의견 반영에 대한 인식
문33. 학교발전을 위해 학생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jq32] [cq33] [aq32] [sq33]

kq34_1 부모의 자녀체벌은 가정 사생활
문34-1.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은 그 가정의 사생활이므로
다른 사람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

[jq33_1] [cq34_1] [aq33_1] [sq34_1]

kq34_2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 변화시킴 문34-2. 나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조금이라고 변화시킬 수 있다 [jq33_2] [cq34_2] [aq33_2] [sq34_2]

kq34_3 사회문제는 복잡하므로 관여하고 싶지 않음 문34-3. 사회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jq33_3] [cq34_3] [aq33_3] [sq34_3]

kq34_4 개인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문34-4. 내 개인의 힘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jq33_4] [cq34_4] [aq33_4] [sq34_4]

kq35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문35. 청소년들이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jq34] [cq40] [aq34] [sq35]

kq36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문36.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jq35] [cq39] [aq35] [sq36]

kq37 청소년 권리 수준 문37. 전반적으로 볼 때 당신의 권리수준에 만족합니까? [jq36] [cq36] [aq36] [sq37]

kq38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문38. 당신은 청소년관련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jq37] [cq35] [aq37] [sq38]

kq39_1
정치행동경험1: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
론

문39-1. 친구들과 토론을 하였다 [sq39_1]

kq39_2 정치행동경험2: 인터넷을 통한 의견 표명
문39-2. 인터넷 게시판이나 개인 홈페이지 등에 내 의견을 표현하였
다

[sq39_2]

kq39_3 정치행동경험3: 거리집회 참여 문39-3. 거리집회나 촛불문화제 등에 참여하였다 [sq39_3]

kq39_4 정치행동경험4: 서명운동 참여 문39-4.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sq39_4]

kq39_5 정치행동경험5: 경험없음 문39-5. 참여해 본 적이 없다 [sq39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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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q1 응답자 성별 문1. 당신의 성별은? [jq1] [cq41] [aq1] [sa1]

kdq2 출생년도 문2. 당신의 출생년도는? [jq2] [cq42] [aq2] [sa2]

kdq3 응답자 학교 문3. 재학중인 학교는? [jq3] [cq43] [aq3] [sa3]

kdq4 응답자 학년 문4. 몇 학년입니까? [jq4] [cq44] [aq4] [sa4]

kdq5 응답자 성적
문5. 가장 최근에 치른 시험에서 당신의 학년석차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sa5]

kdq6_1 동거여부1: 아버지
문6. 당신의 가족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1. 아버지

[jq5] [cq45] [aq5] [sa6_1]

kdq6_2 동거여부2: 어머니 2. 어머니 [jq5] [cq45] [aq5] [sa6_2]

kdq6_3 동거여부3: 형제자매 3. 형제자매 [jq5] [cq45] [aq5] [sa6_3]

kdq6_4 동거여부4: 조부모 4. 조부모 [jq5] [cq45] [aq5] [sa6_4]

kdq6_5 동거여부5: 친척 5. 친척 [jq5] [cq45] [aq5] [sa6_5]

kdq6_6 동거여부6: 기숙사생활로 일시별거 6. 기숙사생활로 일시별거 [jq5] [cq45] [aq5] [sa6_6]

kdq6_7 동거여부7: 기타 7. 기타 [jq5] [cq45] [aq5]

kdq7_1 부친 학력 문7-1. 아버지의 최종학력 [cq46] [aq5] [sa7_1]

kdq7_2 모친 학력 문7-2. 어머니의 최종학력 [cq46] [sa7_2]

kdq8 가정의 경제수준
문8.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가정의 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s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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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dq1 [j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 1 1,030 54.0 54.0

여 2 879 46.0 46.0

1,909 100.0 100.0

kdq2 [jq2] 출생년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89 년 89 1 0.1 0.1

90 년 90 174 9.1 9.1

91 년 91 406 21.3 21.3

92 년 92 504 26.4 26.4

93 년 93 214 11.2 11.2

94 년 94 338 17.7 17.7

95 년 95 215 11.3 11.3

96 년 96 48 2.5 2.5

97 년 97 9 0.5 0.5

1,909 100.0 100.0

kdq3 [jq3] 응답자 학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학교 1 706 37.0 37.0

보통고교 2 1,102 57.7 57.7

종합고교 4 101 5.3 5.3

1,909 100.0 100.0

당신의 성별은?

당신의 출생년도는?

재학중인 학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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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dq4 [jq4] 응답자 학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 0 75 3.9 3.9

1학년 1 676 35.4 35.4

2학년 2 812 42.5 42.5

3학년 3 346 18.1 18.1

1,909 100.0 100.0

kdq6_1 [jq5] 동거여부1: 아버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안산다 0 281 14.7 14.7

함께산다 1 1,628 85.3 85.3

1,909 100.0 100.0

kdq6_2 [jq5] 동거여부2: 어머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안산다 0 88 4.6 4.6

함께산다 1 1,821 95.4 95.4

1,909 100.0 100.0

kdq6_3 [jq5] 동거여부3: 형제자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안산다 0 416 21.8 21.8

함께산다 1 1,493 78.2 78.2

1,909 100.0 100.0

kdq6_4 [jq5] 동거여부4: 조부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안산다 0 1,365 71.5 71.5

함께산다 1 544 28.5 28.5

1,909 100.0 100.0

몇 학년입니까?

당신의 가족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2



A1-2008-0004

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dq6_5 [jq5] 동거여부5: 친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안산다 0 1,895 99.3 99.3

함께산다 1 14 0.7 0.7

1,909 100.0 100.0

kdq6_6 [jq5] 동거여부6: 기숙사생활로 일시별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877 98.3 98.3

그렇다 1 32 1.7 1.7

1,909 100.0 100.0

kdq6_7 [jq5] 동거여부7: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855 97.2 97.2

그렇다 1 54 2.8 2.8

1,909 100.0 100.0

kq1 [jq6]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충분히기울인다 1 254 13.3 13.3

약간기울인다 2 1,149 60.2 60.2

별로기울이지않는다 3 394 20.6 20.6

전혀기울이지않는다 4 103 5.4 5.4

무응답 99 9 0.5 0.5

1,909 100.0 100.0

자신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입니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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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2 [jq7] 건강검진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모님이정기적으로데리고간다 1 62 3.2 3.2

학교에서정기적으로받는다 2 1,274 66.7 66.7

스스로정기적으로받는다 3 23 1.2 1.2

비정기적으로받는다 4 286 15.0 15.0

받은적이없다 5 234 12.3 12.3

무응답 99 30 1.6 1.6

1,909 100.0 100.0

kq4_1 [jq8] 평일 기상시간 (OO시OO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침 4시 30분 4.30 17 0.9 0.9

아침 5시 5.00 53 2.8 2.8

아침 5시 30분 5.30 95 5.0 5.0

아침 6시 6.00 354 18.5 18.5

아침 6시 30분 6.30 517 27.1 27.1

아침 7시 7.00 525 27.5 27.5

아침 7시 10분 7.10 3 0.2 0.2

아침 7시 30분 7.30 293 15.3 15.3

아침 8시 8.00 31 1.6 1.6

무응답 99.99 21 1.1 1.1

1,909 100.0 100.0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까？

평일날 일어나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1. 일어나는 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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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4_3 [jq8] 평일 취침시간 (OO시OO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새벽 1시 1.00 202 10.6 10.6

새벽 1시 30분 1.30 53 2.8 2.8

새벽 2시 2.00 78 4.1 4.1

새벽 2시 30분 2.30 11 0.6 0.6

새벽 3시 3.00 21 1.1 1.1

새벽 3시 30분 3.30 4 0.2 0.2

새벽 4시 4.00 10 0.5 0.5

저녁 8시 30분 8.30 5 0.3 0.3

저녁 9시 9.00 15 0.8 0.8

저녁 9시 30분 9.30 18 0.9 0.9

저녁 10시 10.00 115 6.0 6.0

저녁 10시 30분 10.30 111 5.8 5.8

저녁 11시 11.00 313 16.4 16.4

저녁 11시 30분 11.30 229 12.0 12.0

저녁 12시 12.00 520 27.2 27.2

저녁 12시 30분 12.30 189 9.9 9.9

무응답 99.99 15 0.8 0.8

1,909 100.0 100.0

kq5 [jq9] 아침식사 하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일먹는다 1 1,570 82.2 82.2

자주먹는편이다 2 186 9.7 9.7

가끔먹는다 3 74 3.9 3.9

거의먹지않는다 4 74 3.9 3.9

무응답 99 5 0.3 0.3

1,909 100.0 100.0

아침 식사를 합니까？

평일날 일어나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2. 잠드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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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5_1 [jq9_1] 아침식사 안하는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늦게일어나서 1 135 7.1 39.8

식사준비가되어있지않아서 2 29 1.5 8.6

아침에는입맛이없어서 3 111 5.8 32.7

가족모두먹지않는다(습관) 4 7 0.4 2.1

다이어트를위해서 5 1 0.1 0.3

기타 6 26 1.4 7.7

무응답 99 30 1.6 8.8

비해당 0 1,570 82.2

1,909 100.0 100.0

kq24_1_1 [jq10] 학교에서의 공부시간(OO시간OO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부안함 0.00 36 1.9 1.9

4시간 4.00 45 2.4 2.4

4시간 30분 4.30 24 1.3 1.3

5시간 5.00 680 35.6 35.6

5시간 30분 5.30 106 5.6 5.6

6시간 6.00 589 30.9 30.9

6시간 30분 6.30 35 1.8 1.8

7시간 7.00 160 8.4 8.4

8시간 8.00 52 2.7 2.7

9시간 9.00 7 0.4 0.4

10시간 10.00 7 0.4 0.4

무응답 99.99 168 8.8 8.8

1,909 100.0 100.0

아침을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24. 평일에 하루 평균 어느 정도 공부를 합니까?
1. 학교에서의 공부시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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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24_2_1 [jq10] 집에서의 공부시간(OO시간OO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부안함 0.00 238 12.5 12.5

30분 0.30 208 10.9 10.9

1시간 1.00 437 22.9 22.9

1시간 30분 1.30 172 9.0 9.0

2시간 2.00 449 23.5 23.5

3시간 3.00 208 10.9 10.9

3시간 30분 3.30 15 0.8 0.8

3시간 30분 3.30 7 0.4 0.4

4시간 4.00 32 1.7 1.7

5시간 5.00 25 1.3 1.3

6시간 6.00 2 0.1 0.1

무응답 99.99 116 6.1 6.1

1,909 100.0 100.0

kq24_3_1 [jq10] 학원에서의 공부시간(OO시가OO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부안함 0.00 1,277 66.9 66.9

1시간 1.00 73 3.8 3.8

1시간 30분 1.30 198 10.4 10.4

2시간 2.00 190 10.0 10.0

2시간 22분 2.22 1 0.1 0.1

2시간 30분 2.30 47 2.5 2.5

2시간 30분 2.30 6 0.3 0.3

3시간 3.00 70 3.7 3.7

3시간 30분 3.30 7 0.4 0.4

4시간 4.00 27 1.4 1.4

무응답 99.99 13 0.7 0.7

1,909 100.0 100.0

문24. 평일에 하루 평균 어느 정도 공부를 합니까?
2. 집에서의 공부시간

문24. 평일에 하루 평균 어느 정도 공부를 합니까?
3. 학원에서의 공부시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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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6_1 [jq11_1]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950 49.8 49.8

그렇다 2 839 43.9 43.9

그렇지않다 3 77 4.0 4.0

전혀그렇지않다 4 24 1.3 1.3

무응답 99 19 1.0 1.0

1,909 100.0 100.0

kq6_2 [jq11_2] 음식의 영향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853 44.7 44.7

그렇다 2 875 45.8 45.8

그렇지않다 3 129 6.8 6.8

전혀그렇지않다 4 31 1.6 1.6

무응답 99 21 1.1 1.1

1,909 100.0 100.0

kq6_3 [jq11_3]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90 4.7 4.7

그렇다 2 433 22.7 22.7

그렇지않다 3 859 45.0 45.0

전혀그렇지않다 4 503 26.3 26.3

무응답 99 24 1.3 1.3

1,909 100.0 100.0

문6.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문6.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음식을 고를 때 영양의 균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6.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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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6_4 [jq11_4]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 운동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58 3.0 3.0

그렇다 2 127 6.7 6.7

그렇지않다 3 697 36.5 36.5

전혀그렇지않다 4 990 51.9 51.9

무응답 99 37 1.9 1.9

1,909 100.0 100.0

kq17_1 [jq12_1] 고민내용1: 학업스트레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743 38.9 38.9

그렇다 1 1,160 60.8 60.8

무응답 99 6 0.3 0.3

1,909 100.0 100.0

kq17_2 [jq12_2] 고민내용2: 친구와사교시간없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565 82.0 82.0

그렇다 1 338 17.7 17.7

무응답 99 6 0.3 0.3

1,909 100.0 100.0

kq17_3 [jq12_3] 고민내용3: 운동시간없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607 84.2 84.2

그렇다 1 296 15.5 15.5

무응답 99 6 0.3 0.3

1,909 100.0 100.0

문6.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다음과 같은 일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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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17_4 [jq12_4] 고민내용4: 밥먹을시간없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802 94.4 94.4

그렇다 1 101 5.3 5.3

무응답 99 6 0.3 0.3

1,909 100.0 100.0

kq17_5 [jq12_5] 고민내용5: 따분한여가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682 88.1 88.1

그렇다 1 221 11.6 11.6

무응답 99 6 0.3 0.3

1,909 100.0 100.0

kq17_6 [jq12_6] 고민내용6: 부모님의잦은부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798 94.2 94.2

그렇다 1 105 5.5 5.5

무응답 99 6 0.3 0.3

1,909 100.0 100.0

kq17_7 [jq12_7] 고민내용7: 성차별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849 96.9 96.9

그렇다 1 54 2.8 2.8

무응답 99 6 0.3 0.3

1,909 100.0 100.0

kq17_8 [jq12_8] 고민내용8: 외모불만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292 67.7 67.7

그렇다 1 611 32.0 32.0

무응답 99 6 0.3 0.3

1,909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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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17_9 [jq12_9] 고민내용9: 어려운가정형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725 90.4 90.4

그렇다 1 178 9.3 9.3

무응답 99 6 0.3 0.3

1,909 100.0 100.0

kq17_10 [jq12_10] 고민내용10: 질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794 94.0 94.0

그렇다 1 109 5.7 5.7

무응답 99 6 0.3 0.3

1,909 100.0 100.0

kq17_11 [jq12_11] 고민내용11: 가족간사이가좋지않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709 89.5 89.5

그렇다 1 194 10.2 10.2

무응답 99 6 0.3 0.3

1,909 100.0 100.0

kq17_12 [jq12_12] 고민내용12: 적은용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432 75.0 75.0

그렇다 1 471 24.7 24.7

무응답 99 6 0.3 0.3

1,909 100.0 100.0

kq17_13 [jq12_13] 고민내용13: 외로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574 82.5 82.5

그렇다 1 329 17.2 17.2

무응답 99 6 0.3 0.3

1,909 100.0 10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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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17_14 [jq12_14] 고민내용14: 고민없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539 80.6 80.6

그렇다 1 364 19.1 19.1

무응답 99 6 0.3 0.3

1,909 100.0 100.0

kq16 [jq13] 고민 상담의 대상 있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1,298 68.0 68.0

없다 2 337 17.7 17.7

고민이없다 3 242 12.7 12.7

무응답 99 32 1.7 1.7

1,909 100.0 100.0

kq16_1 [jq13_1] 고민 상담자1: 아버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055 55.3 79.3

그렇다 1 243 12.7 18.3

무응답 99 32 1.7 2.4

비해당 8 579 30.3

1,909 100.0 100.0

kq16_2 [jq13_1] 고민 상담자2: 어머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78 35.5 51.0

그렇다 1 620 32.5 46.6

무응답 99 32 1.7 2.4

비해당 8 579 30.3

1,909 100.0 100.0

고민이 있을때 상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상담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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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16_3 [jq13_1] 고민 상담자3: 동성친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75 14.4 20.7

그렇다 1 1,023 53.6 76.9

무응답 99 32 1.7 2.4

비해당 8 579 30.3

1,909 100.0 100.0

kq16_4 [jq13_1] 고민 상담자4: 이성친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936 49.0 70.4

그렇다 1 362 19.0 27.2

무응답 99 32 1.7 2.4

비해당 8 579 30.3

1,909 100.0 100.0

kq16_5 [jq13_1] 고민 상담자5: 선생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156 60.6 86.9

그렇다 1 142 7.4 10.7

무응답 99 32 1.7 2.4

비해당 8 579 30.3

1,909 100.0 100.0

kq16_6 [jq13_1] 고민 상담자6: 전문상담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284 67.3 96.5

그렇다 1 14 0.7 1.1

무응답 99 32 1.7 2.4

비해당 8 579 30.3

1,909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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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16_7 [jq13_1] 고민 상담자7: 형제자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073 56.2 80.7

그렇다 1 225 11.8 16.9

무응답 99 32 1.7 2.4

비해당 8 579 30.3

1,909 100.0 100.0

kq16_8 [jq13_1] 고민 상담자8: 채팅상대나 메일친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225 64.2 92.1

그렇다 1 73 3.8 5.5

무응답 99 32 1.7 2.4

비해당 8 579 30.3

1,909 100.0 100.0

jq13_9 [jq13_1] 고민 상담자9: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240 65.0 93.2

그렇다 1 58 3.0 4.4

무응답 99 32 1.7 2.4

비해당 8 579 30.3

1,909 100.0 100.0

kq25 [jq14] 학교공부가 힘든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힘들다 1 319 16.7 16.7

힘든편이다 2 993 52.0 52.0

적당하다 3 440 23.0 23.0

쉬운편이다 4 106 5.6 5.6

매우쉬운편이다 5 39 2.0 2.0

무응답 99 12 0.6 0.6

1,909 100.0 100.0

당신은 학교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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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26 [jq15]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주있다 1 355 18.6 18.6

가끔있다 2 748 39.2 39.2

별로없다 3 549 28.8 28.8

전혀없다 4 243 12.7 12.7

무응답 99 14 0.7 0.7

1,909 100.0 100.0

kq26_1 [jq15_1] 학교 가기 싫은 이유1: 괴롭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0 1,073 56.2 96.1

있다 1 30 1.6 2.7

무응답 99 14 0.7 1.3

비해당 8 792 41.5

1,909 100.0 100.0

kq26_2 [jq15_1] 학교 가기 싫은 이유2: 좋지 않은 친구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0 942 49.3 84.3

있다 1 161 8.4 14.4

무응답 99 14 0.7 1.3

비해당 8 792 41.5

1,909 100.0 100.0

kq26_3 [jq15_1] 학교 가기 싫은 이유3: 좋지 않은 성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0 846 44.3 75.7

있다 1 257 13.5 23.0

무응답 99 14 0.7 1.3

비해당 8 792 41.5

1,909 100.0 100.0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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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26_4 [jq15_1] 학교 가기 싫은 이유4: 교사의 불공평한 대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0 1,026 53.7 91.9

있다 1 77 4.0 6.9

무응답 99 14 0.7 1.3

비해당 8 792 41.5

1,909 100.0 100.0

kq26_5 [jq15_1] 학교 가기 싫은 이유5: 어려운 가정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0 1,087 56.9 97.3

있다 1 16 0.8 1.4

무응답 99 14 0.7 1.3

비해당 8 792 41.5

1,909 100.0 100.0

kq26_6 [jq15_1] 학교 가기 싫은 이유6: 좋지 않은 가족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0 1,076 56.4 96.3

있다 1 27 1.4 2.4

무응답 99 14 0.7 1.3

비해당 8 792 41.5

1,909 100.0 100.0

kq26_7 [jq15_1] 학교 가기 싫은 이유7: 공부하기 싫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0 602 31.5 53.9

있다 1 501 26.2 44.9

무응답 99 14 0.7 1.3

비해당 8 792 41.5

1,909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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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26_8 [jq15_1] 학교 가기 싫은 이유8: 재미없는학교수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0 639 33.5 57.2

있다 1 464 24.3 41.5

무응답 99 14 0.7 1.3

비해당 8 792 41.5

1,909 100.0 100.0

kq26_9 [jq15_1] 학교 가기 싫은 이유9: 엄격한학교규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0 913 47.8 81.7

있다 1 190 10.0 17.0

무응답 99 14 0.7 1.3

비해당 8 792 41.5

1,909 100.0 100.0

kq26_10 [jq15_1] 학교 가기 싫은 이유10: 아침에일어나기힘듦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0 461 24.1 41.3

있다 1 642 33.6 57.5

무응답 99 14 0.7 1.3

비해당 8 792 41.5

1,909 100.0 100.0

kq26_11 [jq15_1] 학교 가기 싫은 이유11: 좋지않은몸상태나컨디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0 652 34.2 58.4

있다 1 451 23.6 40.4

무응답 99 14 0.7 1.3

비해당 8 792 41.5

1,909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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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jq15_12 [jq15_1] 학교 가기 싫은 이유12: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0 990 51.9 88.6

있다 1 113 5.9 10.1

무응답 99 14 0.7 1.3

비해당 8 792 41.5

1,909 100.0 100.0

kq27 [jq16] 유학 희망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742 38.9 38.9

아니오 2 1,146 60.0 60.0

무응답 99 21 1.1 1.1

1,909 100.0 100.0

kq27_1 [jq16_1] (유학희망이유) 좋은 교육환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64 34.8 87.0

그렇다 1 78 4.1 10.2

무응답 99 21 1.1 2.8

비해당 8 1,146 60.0

1,909 100.0 100.0

kq27_2 [jq16_1] (유학희망이유) 좋은 치안사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717 37.6 94.0

그렇다 1 25 1.3 3.3

무응답 99 21 1.1 2.8

비해당 8 1,146 60.0

1,909 100.0 100.0

만약 가능하다면 외국으로 유학가고 싶습니까?

그 이유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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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27_3 [jq16_1] (유학희망이유) 언어공부에 유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44 18.0 45.1

그렇다 1 398 20.8 52.2

무응답 99 21 1.1 2.8

비해당 8 1,146 60.0

1,909 100.0 100.0

kq27_4 [jq16_1] (유학희망이유) 높은 생활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90 36.1 90.4

그렇다 1 52 2.7 6.8

무응답 99 21 1.1 2.8

비해당 8 1,146 60.0

1,909 100.0 100.0

kq27_5 [jq16_1] (유학희망이유) 치열한 국내 진학경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720 37.7 94.4

그렇다 1 22 1.2 2.9

무응답 99 21 1.1 2.8

비해당 8 1,146 60.0

1,909 100.0 100.0

kq27_6 [jq16_1] (유학희망이유) 다른 문화 이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12 11.1 27.8

그렇다 1 530 27.8 69.5

무응답 99 21 1.1 2.8

비해당 8 1,146 60.0

1,909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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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27_7 [jq16_1] (유학희망이유) 장래 취직에 유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54 29.0 72.6

그렇다 1 188 9.8 24.6

무응답 99 21 1.1 2.8

비해당 8 1,146 60.0

1,909 100.0 100.0

kq27_8 [jq16_1] (유학희망이유) 유학 잘 모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87 36.0 90.0

그렇다 1 55 2.9 7.2

무응답 99 21 1.1 2.8

비해당 8 1,146 60.0

1,909 100.0 100.0

kq18 [jq17] 하루 평균 여가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없다 1 40 2.1 2.1

1시간미만 2 212 11.1 11.1

1~2시간 3 745 39.0 39.0

3~4시간 4 693 36.3 36.3

5시간이상 5 209 10.9 10.9

무응답 99 10 0.5 0.5

1,909 100.0 100.0

kq19 [jq18] 여가시간이 충분한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충분하다 1 348 18.2 18.2

충분한편이다 2 709 37.1 37.1

부족하다 3 570 29.9 29.9

매우부족하다 4 263 13.8 13.8

무응답 99 19 1.0 1.0

1,909 100.0 100.0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까?

당신은 평소에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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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 일본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20_1_1 [jq19_1] 휴일을 보내는 방법 (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부 1 287 15.0 15.0

학교공부이외의독서 2 54 2.8 2.8

TV시청 3 209 10.9 10.9

tv,pc 게임 4 207 10.8 10.8

인터넷 5 52 2.7 2.7

친구와놀기 6 160 8.4 8.4

취미활동 7 40 2.1 2.1

문화,예술공연관람 8 13 0.7 0.7

운동 9 381 20.0 20.0

휴대폰대화 10 60 3.1 3.1

거리돌아다니기 11 29 1.5 1.5

집에서휴식 12 246 12.9 12.9

기타 13 127 6.7 6.7

무응답 99 44 2.3 2.3

1,909 100.0 100.0

kq20_1_2 [jq19_1] 휴일을 보내는 방법 (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부 1 197 10.3 10.3

학교공부이외의독서 2 79 4.1 4.1

TV시청 3 311 16.3 16.3

tv,pc 게임 4 222 11.6 11.6

인터넷 5 113 5.9 5.9

친구와놀기 6 248 13.0 13.0

취미활동 7 42 2.2 2.2

문화,예술공연관람 8 30 1.6 1.6

운동 9 97 5.1 5.1

휴대폰대화 10 142 7.4 7.4

거리돌아다니기 11 69 3.6 3.6

집에서휴식 12 262 13.7 13.7

기타 13 33 1.7 1.7

무응답 99 64 3.4 3.4

1,909 100.0 100.0

당신은 휴일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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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20_1_3 [jq19_1] 휴일을 보내는 방법 (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부 1 207 10.8 10.8

학교공부이외의독서 2 90 4.7 4.7

TV시청 3 253 13.3 13.3

tv,pc 게임 4 129 6.8 6.8

인터넷 5 90 4.7 4.7

친구와놀기 6 227 11.9 11.9

취미활동 7 40 2.1 2.1

문화,예술공연관람 8 35 1.8 1.8

운동 9 66 3.5 3.5

휴대폰대화 10 161 8.4 8.4

거리돌아다니기 11 93 4.9 4.9

집에서휴식 12 358 18.8 18.8

기타 13 67 3.5 3.5

무응답 99 93 4.9 4.9

1,909 100.0 100.0

kq20_2_1 [jq19_2] 휴일에 하고 싶은 것 (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부 1 94 4.9 4.9

학교공부이외의독서 2 59 3.1 3.1

TV시청 3 66 3.5 3.5

tv,pc 게임 4 143 7.5 7.5

인터넷 5 65 3.4 3.4

친구와놀기 6 607 31.8 31.8

취미활동 7 29 1.5 1.5

문화,예술공연관람 8 211 11.1 11.1

운동 9 166 8.7 8.7

휴대폰대화 10 15 0.8 0.8

거리돌아다니기 11 94 4.9 4.9

집에서휴식 12 224 11.7 11.7

기타 13 61 3.2 3.2

무응답 99 75 3.9 3.9

1,909 100.0 100.0

당신은 휴일에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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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20_2_2 [jq19_2] 휴일에 하고 싶은 것 (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부 1 53 2.8 2.8

학교공부이외의독서 2 73 3.8 3.8

TV시청 3 101 5.3 5.3

tv,pc 게임 4 142 7.4 7.4

인터넷 5 96 5.0 5.0

친구와놀기 6 353 18.5 18.5

취미활동 7 39 2.0 2.0

문화,예술공연관람 8 259 13.6 13.6

운동 9 177 9.3 9.3

휴대폰대화 10 53 2.8 2.8

거리돌아다니기 11 199 10.4 10.4

집에서휴식 12 210 11.0 11.0

기타 13 43 2.3 2.3

무응답 99 111 5.8 5.8

1,909 100.0 100.0

kq20_2_3 [jq19_2] 휴일에 하고 싶은 것 (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부 1 109 5.7 5.7

학교공부이외의독서 2 86 4.5 4.5

TV시청 3 161 8.4 8.4

tv,pc 게임 4 102 5.3 5.3

인터넷 5 83 4.3 4.3

친구와놀기 6 166 8.7 8.7

취미활동 7 43 2.3 2.3

문화,예술공연관람 8 186 9.7 9.7

운동 9 167 8.7 8.7

휴대폰대화 10 52 2.7 2.7

거리돌아다니기 11 204 10.7 10.7

집에서휴식 12 264 13.8 13.8

기타 13 141 7.4 7.4

무응답 99 145 7.6 7.6

1,909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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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23_1 [jq20_1] 부모님과의 관계1: 부모님의 의견에 따른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156 8.2 8.2

그렇다 2 1,145 60.0 60.0

그렇지않다 3 522 27.3 27.3

전혀그렇지않다 4 82 4.3 4.3

무응답 99 4 0.2 0.2

1,909 100.0 100.0

kq23_2 [jq20_2] 부모님과의 관계2: 부모님을 존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399 20.9 20.9

그렇다 2 913 47.8 47.8

그렇지않다 3 458 24.0 24.0

전혀그렇지않다 4 133 7.0 7.0

무응답 99 6 0.3 0.3

1,909 100.0 100.0

kq23_3 [jq20_3] 부모님과의 관계3: 부모님에게 자주 반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268 14.0 14.0

그렇다 2 736 38.6 38.6

그렇지않다 3 756 39.6 39.6

전혀그렇지않다 4 142 7.4 7.4

무응답 99 7 0.4 0.4

1,909 100.0 100.0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부모님의 의견에 따른다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다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3. 부모님에게 자주 반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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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23_4 [jq20_4] 부모님과의 관계4: 부모님과 자주 대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765 40.1 40.1

그렇다 2 771 40.4 40.4

그렇지않다 3 287 15.0 15.0

전혀그렇지않다 4 67 3.5 3.5

무응답 99 19 1.0 1.0

1,909 100.0 100.0

kq23_5 [jq20_5] 부모님과의 관계5: 부모님이 자주 간섭하는 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338 17.7 17.7

그렇다 2 801 42.0 42.0

그렇지않다 3 645 33.8 33.8

전혀그렇지않다 4 107 5.6 5.6

무응답 99 18 0.9 0.9

1,909 100.0 100.0

kq23_6 [jq20_6] 부모님과의 관계6: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715 37.5 37.5

그렇다 2 935 49.0 49.0

그렇지않다 3 204 10.7 10.7

전혀그렇지않다 4 46 2.4 2.4

무응답 99 9 0.5 0.5

1,909 100.0 100.0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4. 부모님과 자주 대화한다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5. 부모님이 자주 간섭하는 편이다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6.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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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23_7 [jq20_7] 부모님과의 관계7: 가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333 17.4 17.4

그렇다 2 501 26.2 26.2

그렇지않다 3 528 27.7 27.7

전혀그렇지않다 4 536 28.1 28.1

무응답 99 11 0.6 0.6

1,909 100.0 100.0

kq23_8 [jq20_8] 부모님과의 관계8: 부모님은 나를 자주 격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297 15.6 15.6

그렇다 2 774 40.5 40.5

그렇지않다 3 663 34.7 34.7

전혀그렇지않다 4 168 8.8 8.8

무응답 99 7 0.4 0.4

1,909 100.0 100.0

kq23_9 [jq20_9] 부모님과의 관계9: 부모님은 나를 자주 질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381 20.0 20.0

그렇다 2 712 37.3 37.3

그렇지않다 3 687 36.0 36.0

전혀그렇지않다 4 121 6.3 6.3

무응답 99 8 0.4 0.4

1,909 100.0 100.0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7. 가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8. 부모님은 나를 자주 격려해 준다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9. 부모님은 나를 자주 질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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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23_10 [jq20_10] 부모님과의 관계10: 부모님은 내 공부에 관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365 19.1 19.1

그렇다 2 731 38.3 38.3

그렇지않다 3 571 29.9 29.9

전혀그렇지않다 4 234 12.3 12.3

무응답 99 8 0.4 0.4

1,909 100.0 100.0

kq23_11 [jq20_11] 부모님과의 관계11: 부모님은 내 친구관계를 잘 아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505 26.5 26.5

그렇다 2 903 47.3 47.3

그렇지않다 3 384 20.1 20.1

전혀그렇지않다 4 111 5.8 5.8

무응답 99 6 0.3 0.3

1,909 100.0 100.0

kq23_12 [jq20_12] 부모님과의 관계12: 부모님은 나의 학교 생활을 잘 알고 계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219 11.5 11.5

그렇다 2 707 37.0 37.0

그렇지않다 3 744 39.0 39.0

전혀그렇지않다 4 229 12.0 12.0

무응답 99 10 0.5 0.5

1,909 100.0 100.0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부모님은 내 공부에 관심이 있다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부모님은 내 친구관계를 잘 아신다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부모님은 나의 학교 생활을 잘 알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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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23_13 [jq20_13] 부모님과의 관계13: 나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353 18.5 18.5

그렇다 2 732 38.3 38.3

그렇지않다 3 598 31.3 31.3

전혀그렇지않다 4 211 11.1 11.1

무응답 99 15 0.8 0.8

1,909 100.0 100.0

kq23_14 [jq20_14] 부모님과의 관계14: 내가 귀가 후에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446 23.4 23.4

그렇다 2 859 45.0 45.0

그렇지않다 3 444 23.3 23.3

전혀그렇지않다 4 151 7.9 7.9

무응답 99 9 0.5 0.5

1,909 100.0 100.0

kq23_15 [jq20_15] 부모님과의 관계15: 내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462 24.2 24.2

그렇다 2 702 36.8 36.8

그렇지않다 3 502 26.3 26.3

전혀그렇지않다 4 234 12.3 12.3

무응답 99 9 0.5 0.5

1,909 100.0 100.0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부모님은 나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부모님은 내가 귀가 후에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고 계신다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5. 부모님은 내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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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23_16 [jq20_16] 부모님과의 관계16: 나의 진로에 대해 나의 의견을 존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357 18.7 18.7

그렇다 2 744 39.0 39.0

그렇지않다 3 615 32.2 32.2

전혀그렇지않다 4 186 9.7 9.7

무응답 99 7 0.4 0.4

1,909 100.0 100.0

kq29_1 [jq21_1] 부모님의 의견존중정도1: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반드시존중해주신다 1 535 28.0 28.0

가끔존중해주신다 2 835 43.7 43.7

전혀존중해주시지않는다 3 132 6.9 6.9

해당내용이없어서잘모르겠다 4 397 20.8 20.8

무응답 99 10 0.5 0.5

1,909 100.0 100.0

kq29_2 [jq21_2] 부모님의 의견존중정도2: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반드시존중해주신다 1 615 32.2 32.2

가끔존중해주신다 2 853 44.7 44.7

전혀존중해주시지않는다 3 126 6.6 6.6

해당내용이없어서잘모르겠다 4 301 15.8 15.8

무응답 99 14 0.7 0.7

1,909 100.0 100.0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6. 부모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다음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에 부모님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까?
1.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다음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에 부모님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까?
2.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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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29_3 [jq21_3] 부모님의 의견존중정도3: 진로나 진학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반드시존중해주신다 1 801 42.0 42.0

가끔존중해주신다 2 932 48.8 48.8

전혀존중해주시지않는다 3 102 5.3 5.3

해당내용이없어서잘모르겠다 4 59 3.1 3.1

무응답 99 15 0.8 0.8

1,909 100.0 100.0

kq29_4 [jq21_4] 부모님의 의견존중정도4: 내 생활용품 구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반드시존중해주신다 1 702 36.8 36.8

가끔존중해주신다 2 1,031 54.0 54.0

전혀존중해주시지않는다 3 117 6.1 6.1

해당내용이없어서잘모르겠다 4 48 2.5 2.5

무응답 99 11 0.6 0.6

1,909 100.0 100.0

kq29_5 [jq21_5] 부모님의 의견존중정도5: 가정 내 규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반드시존중해주신다 1 232 12.2 12.2

가끔존중해주신다 2 932 48.8 48.8

전혀존중해주시지않는다 3 279 14.6 14.6

해당내용이없어서잘모르겠다 4 450 23.6 23.6

무응답 99 16 0.8 0.8

1,909 100.0 100.0

다음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에 부모님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까?
3. 진로나 진학문제

다음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에 부모님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까?
4. 내 생활용품 구입

다음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에 부모님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까?
5. 가정 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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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29_6 [jq21_6] 부모님의 의견존중정도6: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반드시존중해주신다 1 420 22.0 22.0

가끔존중해주신다 2 1,082 56.7 56.7

전혀존중해주시지않는다 3 210 11.0 11.0

해당내용이없어서잘모르겠다 4 180 9.4 9.4

무응답 99 17 0.9 0.9

1,909 100.0 100.0

kq29_7 [jq21_7] 부모님의 의견존중정도7: 가정의 중요한 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반드시존중해주신다 1 319 16.7 16.7

가끔존중해주신다 2 664 34.8 34.8

전혀존중해주시지않는다 3 190 10.0 10.0

해당내용이없어서잘모르겠다 4 720 37.7 37.7

무응답 99 16 0.8 0.8

1,909 100.0 100.0

kq7_1 [jq22_1]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치안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안전하다 1 502 26.3 26.3

대체로안전하다 2 1,020 53.4 53.4

별로안전하지않다 3 297 15.6 15.6

전혀안전하지않다 4 81 4.2 4.2

무응답 99 9 0.5 0.5

1,909 100.0 100.0

다음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에 부모님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까?
6.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

다음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에 부모님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까?
7. 가정의 중요한 일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나 학교주변은 범죄의 피해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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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7_2 [jq22_2] 자신의 학교 주변 치안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안전하다 1 333 17.4 17.4

대체로안전하다 2 1,104 57.8 57.8

별로안전하지않다 3 383 20.1 20.1

전혀안전하지않다 4 76 4.0 4.0

무응답 99 13 0.7 0.7

1,909 100.0 100.0

kq13_1 [jq23_1] 일탈행위 경험1: 가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없다 0 1,711 89.6 89.6

경험있다 1 196 10.3 10.3

무응답 99 2 0.1 0.1

1,909 100.0 100.0

kq13_2 [jq23_2] 일탈행위 경험2: 흡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없다 0 1,794 94.0 94.0

경험있다 1 113 5.9 5.9

무응답 99 2 0.1 0.1

1,909 100.0 100.0

kq13_3 [jq23_3] 일탈행위 경험3: 음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없다 0 1,416 74.2 74.2

경험있다 1 491 25.7 25.7

무응답 99 2 0.1 0.1

1,909 100.0 100.0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나 학교주변은 범죄의 피해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자신의 학교주변

다음의 행동 중 경험한 것에 대해서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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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13_4 [jq23_4] 일탈행위 경험4: 돈걸고 내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없다 0 1,455 76.2 76.2

경험있다 1 452 23.7 23.7

무응답 99 2 0.1 0.1

1,909 100.0 100.0

kq13_5 [jq23_5] 일탈행위 경험5: 물건훔치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없다 0 1,803 94.4 94.4

경험있다 1 104 5.4 5.4

무응답 99 2 0.1 0.1

1,909 100.0 100.0

kq13_6 [jq23_6] 일탈행위 경험6: 공공기물훼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없다 0 1,615 84.6 84.6

경험있다 1 292 15.3 15.3

무응답 99 2 0.1 0.1

1,909 100.0 100.0

kq13_7 [jq23_7] 일탈행위 경험7: 물건뺏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없다 0 1,686 88.3 88.3

경험있다 1 221 11.6 11.6

무응답 99 2 0.1 0.1

1,909 100.0 100.0

kq13_8 [jq23_8] 일탈행위 경험8: 말로괴롭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없다 0 1,264 66.2 66.2

경험있다 1 643 33.7 33.7

무응답 99 2 0.1 0.1

1,909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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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13_9 [jq23_9] 일탈행위 경험9: 폭력행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없다 0 1,470 77.0 77.0

경험있다 1 437 22.9 22.9

무응답 99 2 0.1 0.1

1,909 100.0 100.0

kq13_10 [jq23_10] 일탈행위 경험10: 성인사이트, 비디오, 잡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없다 0 1,622 85.0 85.0

경험있다 1 285 14.9 14.9

무응답 99 2 0.1 0.1

1,909 100.0 100.0

kq13_11 [jq23_11] 일탈행위 경험11: 성매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없다 0 1,864 97.6 97.6

경험있다 1 43 2.3 2.3

무응답 99 2 0.1 0.1

1,909 100.0 100.0

kq13_12 [jq23_12] 일탈행위 경험12: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없다 0 1,804 94.5 94.5

경험있다 1 103 5.4 5.4

무응답 99 2 0.1 0.1

1,909 100.0 100.0

kq13_13 [jq23_13] 일탈행위 경험13: 학교수업빼먹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없다 0 1,598 83.7 83.7

경험있다 1 309 16.2 16.2

무응답 99 2 0.1 0.1

1,909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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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13_14 [jq23_14] 일탈행위 경험14: 환각제, 마약사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없다 0 1,892 99.1 99.1

경험있다 1 15 0.8 0.8

무응답 99 2 0.1 0.1

1,909 100.0 100.0

jq23_15 [jq23_15] 일탈행위 경험15: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없다 0 1,278 66.9 66.9

경험있다 1 629 32.9 32.9

무응답 99 2 0.1 0.1

1,909 100.0 100.0

kq14_1 [jq24_1] 가출에 대한 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로해서는안된다 1 436 22.8 22.8

각자의자유이다 2 1,461 76.5 76.5

무응답 99 12 0.6 0.6

1,909 100.0 100.0

kq14_2 [jq24_2] 흡연에 대한 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로해서는안된다 1 1,373 71.9 71.9

각자의자유이다 2 526 27.6 27.6

무응답 99 10 0.5 0.5

1,909 100.0 100.0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가출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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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14_3 [jq24_3] 음주에 대한 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로해서는안된다 1 1,008 52.8 52.8

각자의자유이다 2 890 46.6 46.6

무응답 99 11 0.6 0.6

1,909 100.0 100.0

kq14_4 [jq24_4] 돈 걸고 내기하기에 대한 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로해서는안된다 1 787 41.2 41.2

각자의자유이다 2 1,109 58.1 58.1

무응답 99 13 0.7 0.7

1,909 100.0 100.0

kq14_5 [jq24_5] 물건 훔치기에 대한 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로해서는안된다 1 1,718 90.0 90.0

각자의자유이다 2 181 9.5 9.5

무응답 99 10 0.5 0.5

1,909 100.0 100.0

kq14_6 [jq24_6] 공공기물 훼손에 대한 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로해서는안된다 1 1,689 88.5 88.5

각자의자유이다 2 210 11.0 11.0

무응답 99 10 0.5 0.5

1,909 100.0 100.0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음주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돈 걸고 내기하기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물건훔치기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공공기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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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14_7 [jq24_7]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기에 대한 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로해서는안된다 1 1,686 88.3 88.3

각자의자유이다 2 213 11.2 11.2

무응답 99 10 0.5 0.5

1,909 100.0 100.0

kq14_8 [jq24_8] 말로 다른 사람 괴롭히기에 대한 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로해서는안된다 1 1,539 80.6 80.6

각자의자유이다 2 361 18.9 18.9

무응답 99 9 0.5 0.5

1,909 100.0 100.0

kq14_9 [jq24_9] 폭력 휘두르기에 대한 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로해서는안된다 1 1,574 82.5 82.5

각자의자유이다 2 326 17.1 17.1

무응답 99 9 0.5 0.5

1,909 100.0 100.0

kq14_10 [jq24_10] 성인 사이트 보는 것에 대한 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로해서는안된다 1 692 36.2 36.2

각자의자유이다 2 1,207 63.2 63.2

무응답 99 10 0.5 0.5

1,909 100.0 100.0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기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힘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폭력 휘두르기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성인사이트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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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14_11 [jq24_11] 성인비디오, 성인잡지를 보는 것에 대한 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로해서는안된다 1 658 34.5 34.5

각자의자유이다 2 1,241 65.0 65.0

무응답 99 10 0.5 0.5

1,909 100.0 100.0

kq14_12 [jq24_12] 성매매에 대한 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로해서는안된다 1 1,401 73.4 73.4

각자의자유이다 2 483 25.3 25.3

무응답 99 25 1.3 1.3

1,909 100.0 100.0

kq14_13 [jq24_13] 학교수업 빼먹기에 대한 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로해서는안된다 1 561 29.4 29.4

각자의자유이다 2 1,338 70.1 70.1

무응답 99 10 0.5 0.5

1,909 100.0 100.0

kq14_14 [jq24_14] 인터넷상에서 욕하기에 대한 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로해서는안된다 1 1,538 80.6 80.6

각자의자유이다 2 363 19.0 19.0

무응답 99 8 0.4 0.4

1,909 100.0 100.0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성인비디오, 성인잡지를 보는 것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성매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인터넷 상에서 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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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14_15 [jq24_15] 환각제나 마약사용에 대한 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로해서는안된다 1 1,677 87.8 87.8

각자의자유이다 2 225 11.8 11.8

무응답 99 7 0.4 0.4

1,909 100.0 100.0

kq15 [jq25] 인터넷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욕이나 짓궂은 말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주있다 1 35 1.8 1.8

가끔있다 2 164 8.6 8.6

별로없다 3 299 15.7 15.7

전혀없다 4 1,392 72.9 72.9

무응답 99 19 1.0 1.0

1,909 100.0 100.0

kq15_1 [jq25_1] (욕이나 짖궂은 말을 경험한 경우) 대처방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말로대꾸하거나똑같이한다 1 35 1.8 16.1

무시한다 2 124 6.5 56.9

친구에게상담한다 3 13 0.7 6.0

부모에게상담한다 4 8 0.4 3.7

메일주소를바꾼다 5 9 0.5 4.1

기타 6 7 0.4 3.2

무응답 99 22 1.2 10.1

비해당 0 1,691 88.6

1,909 100.0 100.0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환각제나 마약사용

당신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욕이나 짓궂은 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위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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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12_1 [jq26_1] 학교에서 있는 일1: 욕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없다 1 352 18.4 18.4

거의없다 2 615 32.2 32.2

가끔있다 3 741 38.8 38.8

자주있다 4 191 10.0 10.0

무응답 99 10 0.5 0.5

1,909 100.0 100.0

kq12_2 [jq26_2] 학교에서 있는 일2: 불공평한 대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없다 1 392 20.5 20.5

거의없다 2 718 37.6 37.6

가끔있다 3 598 31.3 31.3

자주있다 4 187 9.8 9.8

무응답 99 14 0.7 0.7

1,909 100.0 100.0

kq12_3 [jq26_3] 학교에서 있는 일3: 심한 말다툼이나 폭력행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없다 1 760 39.8 39.8

거의없다 2 656 34.4 34.4

가끔있다 3 372 19.5 19.5

자주있다 4 108 5.7 5.7

무응답 99 13 0.7 0.7

1,909 100.0 100.0

당신의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1. 욕설로 남을 괴롭힘

당신의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2. 불공평한 대우

당신의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3. 심한 말다툼이나 폭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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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12_4 [jq26_4] 학교에서 있는 일4: 협박이나 폭력으로 금품갈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없다 1 1,316 68.9 68.9

거의없다 2 473 24.8 24.8

가끔있다 3 70 3.7 3.7

자주있다 4 37 1.9 1.9

무응답 99 13 0.7 0.7

1,909 100.0 100.0

kq12_5 [jq26_5] 학교에서 있는 일5: 집단적으로 따돌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없다 1 644 33.7 33.7

거의없다 2 699 36.6 36.6

가끔있다 3 438 22.9 22.9

자주있다 4 114 6.0 6.0

무응답 99 14 0.7 0.7

1,909 100.0 100.0

kq12_6 [jq26_6] 학교에서 있는 일6: 안전사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없다 1 720 37.7 37.7

거의없다 2 881 46.1 46.1

가끔있다 3 258 13.5 13.5

자주있다 4 37 1.9 1.9

무응답 99 13 0.7 0.7

1,909 100.0 100.0

당신의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4. 협박이나 폭력으로 금품갈취

당신의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5. 한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림

당신의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6.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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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12_7 [jq26_7] 학교에서 있는 일7: 공공기물파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없다 1 749 39.2 39.2

거의없다 2 660 34.6 34.6

가끔있다 3 412 21.6 21.6

자주있다 4 74 3.9 3.9

무응답 99 14 0.7 0.7

1,909 100.0 100.0

kq9_1 [jq27_1] 성별 이유로 차별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없다 1 1,088 57.0 57.0

별로없다 2 568 29.8 29.8

가끔있다 3 176 9.2 9.2

자주있다 4 65 3.4 3.4

무응답 99 12 0.6 0.6

1,909 100.0 100.0

kq9_2 [jq27_2] 성적 이유로 차별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없다 1 1,041 54.5 54.5

별로없다 2 617 32.3 32.3

가끔있다 3 171 9.0 9.0

자주있다 4 70 3.7 3.7

무응답 99 10 0.5 0.5

1,909 100.0 100.0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남자(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불공평하게 취급당한 경험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 공부를 못 한다는 이유로 불공평하게 취급당한 경험이 있다

당신의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7. 공공기물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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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9_3 [jq27_3] 가정형편 이유로 차별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없다 1 1,413 74.0 74.0

별로없다 2 424 22.2 22.2

가끔있다 3 38 2.0 2.0

자주있다 4 20 1.0 1.0

무응답 99 14 0.7 0.7

1,909 100.0 100.0

kq9_4 [jq27_4] 외모나 체격 이유로 차별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없다 1 1,010 52.9 52.9

별로없다 2 600 31.4 31.4

가끔있다 3 207 10.8 10.8

자주있다 4 78 4.1 4.1

무응답 99 14 0.7 0.7

1,909 100.0 100.0

kq22_1 [jq28_1] 자기평가1: 미래에 대해 불안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547 28.7 28.7

그렇다 2 811 42.5 42.5

그렇지않다 3 406 21.3 21.3

전혀그렇지않다 4 136 7.1 7.1

무응답 99 9 0.5 0.5

1,909 100.0 100.0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4. 외모나 체격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나는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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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22_2 [jq28_2] 자기평가2: 보통 정도의 능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187 9.8 9.8

그렇다 2 826 43.3 43.3

그렇지않다 3 680 35.6 35.6

전혀그렇지않다 4 203 10.6 10.6

무응답 99 13 0.7 0.7

1,909 100.0 100.0

kq22_3 [jq28_3] 자기평가3: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502 26.3 26.3

그렇다 2 686 35.9 35.9

그렇지않다 3 584 30.6 30.6

전혀그렇지않다 4 124 6.5 6.5

무응답 99 13 0.7 0.7

1,909 100.0 100.0

kq22_4 [jq28_4] 자기평가4: 현실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298 15.6 15.6

그렇다 2 797 41.7 41.7

그렇지않다 3 633 33.2 33.2

전혀그렇지않다 4 165 8.6 8.6

무응답 99 16 0.8 0.8

1,909 100.0 100.0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 나는 보통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3.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4. 현실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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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22_5 [jq28_5] 자기평가5: 스스로 어떤 일을 해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428 22.4 22.4

그렇다 2 767 40.2 40.2

그렇지않다 3 528 27.7 27.7

전혀그렇지않다 4 176 9.2 9.2

무응답 99 10 0.5 0.5

1,909 100.0 100.0

kq22_6 [jq28_6] 자기평가6: 주변사람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414 21.7 21.7

그렇다 2 826 43.3 43.3

그렇지않다 3 505 26.5 26.5

전혀그렇지않다 4 152 8.0 8.0

무응답 99 12 0.6 0.6

1,909 100.0 100.0

kq22_7 [jq28_7] 자기평가7: 나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303 15.9 15.9

그렇다 2 859 45.0 45.0

그렇지않다 3 638 33.4 33.4

전혀그렇지않다 4 95 5.0 5.0

무응답 99 14 0.7 0.7

1,909 100.0 100.0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5. 스스로 어떤 일을 해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6. 주변 사람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이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7. 나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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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q28_8 [jq28_8] 자기평가8: 자주 피곤을 느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828 43.4 43.4

그렇다 2 716 37.5 37.5

그렇지않다 3 286 15.0 15.0

전혀그렇지않다 4 67 3.5 3.5

무응답 99 12 0.6 0.6

1,909 100.0 100.0

kq30 [jq29] 학생회 등 자치활동 참여 희망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참여하고싶다 1 237 12.4 12.4

참여하고싶지않다 2 559 29.3 29.3

잘모르겠다 3 1,064 55.7 55.7

무응답 99 49 2.6 2.6

1,909 100.0 100.0

kq31 [jq30] 학교 규칙 제정에 학생의 의견 반영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반영하고있다 1 261 13.7 13.7

반영하고있지않다 2 657 34.4 34.4

잘모르겠다 3 968 50.7 50.7

무응답 99 23 1.2 1.2

1,909 100.0 100.0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8. 자주 피곤을 느낀다

학생회 등 학교 내 자치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당신이 다니는 학교의 규칙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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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32 [jq31]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준다 1 143 7.5 7.5

별로주지않는다 2 153 8.0 8.0

전혀주지않는다 3 98 5.1 5.1

잘모르겠다 4 1,207 63.2 63.2

학교에서학생을징계한적이없다 5 120 6.3 6.3

무응답 99 188 9.8 9.8

1,909 100.0 100.0

kq33 [jq32] 학교운영에 학생의견 반영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학교일이므로학생의견들을필요없다 1 120 6.3 6.3

의견말해도반영되지않으므로의미없다 2 625 32.7 32.7

의견적극적으로반영해야한다 3 1,126 59.0 59.0

무응답 99 38 2.0 2.0

1,909 100.0 100.0

kq34_1 [jq33_1] 부모의 자녀체벌은 가정 사생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158 8.3 8.3

그렇다 2 426 22.3 22.3

그렇지않다 3 740 38.8 38.8

전혀그렇지않다 4 558 29.2 29.2

무응답 99 27 1.4 1.4

1,909 100.0 100.0

당신의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때, 해당 학생에게 전후사정을 발언하거나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학교발전을 위해 학생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은 그 가정의 사생활이므로 다른 사람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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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34_2 [jq33_2]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 변화시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141 7.4 7.4

그렇다 2 486 25.5 25.5

그렇지않다 3 899 47.1 47.1

전혀그렇지않다 4 353 18.5 18.5

무응답 99 30 1.6 1.6

1,909 100.0 100.0

kq34_3 [jq33_3] 사회문제는 복잡하므로 관여하고 싶지 않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206 10.8 10.8

그렇다 2 764 40.0 40.0

그렇지않다 3 730 38.2 38.2

전혀그렇지않다 4 176 9.2 9.2

무응답 99 33 1.7 1.7

1,909 100.0 100.0

kq34_4 [jq33_4] 개인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그렇다 1 762 39.9 39.9

그렇다 2 732 38.3 38.3

그렇지않다 3 253 13.3 13.3

전혀그렇지않다 4 124 6.5 6.5

무응답 99 38 2.0 2.0

1,909 100.0 100.0

2. 나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조금이라고 변화시킬 수 있다

3. 사회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4. 내 개인의 힘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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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35 [jq34]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반드시참여해야한다 1 283 14.8 14.8

참여하는것이좋다 2 1,030 54.0 54.0

참여할필요없다 3 253 13.3 13.3

참여해도무의미한다 4 305 16.0 16.0

무응답 99 38 2.0 2.0

1,909 100.0 100.0

kq36 [jq35]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장하고있다 1 84 4.4 4.4

보장하는편이다 2 325 17.0 17.0

별로보장하고있지않다 3 334 17.5 17.5

전혀보장하고있지않다 4 109 5.7 5.7

잘모르겠다 5 1,030 54.0 54.0

무응답 99 27 1.4 1.4

1,909 100.0 100.0

kq37 [jq36] 청소년 권리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만족한다 1 113 5.9 5.9

만족한다 2 420 22.0 22.0

보통이다 3 570 29.9 29.9

만족하지않는다 4 95 5.0 5.0

매우불만스럽다 5 61 3.2 3.2

잘모르겠다 6 621 32.5 32.5

무응답 99 29 1.5 1.5

1,909 100.0 100.0

청소년들이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당신의 권리수준에 만족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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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설명 앞의 [jpOO] 은 일본 설문지의 문항 번호를 나타냄.

kq38 [jq37]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알고있다 1 93 4.9 4.9

약간알고있다 2 596 31.2 31.2

잘모르겠다 3 1,189 62.3 62.3

무응답 99 31 1.6 1.6

1,909 100.0 100.0

당신은 청소년관련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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