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 A1-2010-0047

자 료 명 :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1) 현재 중, 고등학생입니까?

1. 예 (☞ 문2로)

2. 아니오 (☞ 설문종료)

2) 학교폭력과 학교 친구들 사이의 장난을 구분한다면 다음 중 어느 정도까지가

친구들끼리의 장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빵이나 물건 등을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는 것

2. 돈이나 물건을 뺏어서 쓰는 것

3.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것

4. 욕설

5. 따돌림

6. 기타

3) 초,중,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4로)

2. 아니오 (☞ 문9로)

4> 그렇다면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은 언제가 처음이었습니까?

1. 초등학교 1학년 2. 초등학교 2학년 3. 초등학교 3학년

4. 초등학교 4학년 5. 초등학교 5학년 6. 초등학교 6학년

7. 중학교 1학년 8. 중학교 2학년 9. 중학교 3학년

10. 고등학교 1학년 11. 고등학교 2학년 12. 고등학교 3학년

5>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1. 선생님께 알렸다. (☞ 문7로)

2. 부모님께 알렸다. (☞ 문7로)

3. 학교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문7로)

4. 학교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문7로)

5. 경찰에 신고했다. (☞ 문7로)

6.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 문6으로)

7. 직접 피해를 당한 적은 없다. (☞ 문7로)

8. 기타 ( ) (☞ 문7로)



6>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해 학생의 보복이 두려워서

2.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3. 주변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당해서

4. 기타 ( )

7> 내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당하는 친구를 보고 못 본 척 한 적

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8로)

2. 없다. (☞ 문9로)

8> 피해를 당한 친구를 도와주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나도 같이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2. 어떻게 도와줘야할지 몰라서

3. 귀찮은 일에 휘말리는 것이 싫어서

4. 다른 학생들의 행동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4. 폭력행위가 그리 크게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5. 피해당하는 친구나 사람이 당할 만하다고 생각돼서

6. 기타 ( )

9) 학교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1.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 보호

2. 철저한 예방 교육

3. 형사 입건 등 폭력 가해자에 대한 응당의 처벌

4. 폭력 가해자의 전학이나 퇴학

5. 기타 ( )

10>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1. 매우 심각하다

2. 심각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심각하지 않다.

5. 전혀 심각하지 않다.



11) 학교에서 소위 왕따 당하는 학생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1.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다

2. 별 관심이 없다

3.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하다

12) 학교 폭력을 가할 때, 당시 상황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13으로)

2. 없다 (☞ 문14로)

13)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장난으로

2.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3. 피해 학생을 협박하기 위해서

4. 기타 ( )

14) 학교 내에서 선배나 동급생에게 돈을 상납할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15로)

2. 없다 (☞ 문19로)

15) 상납을 요구받았다면, 상납을 하기 위해 어떤 일까지 해보았습니까?

1. 용돈을 상납

2.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다

3. 학용품이나 소풍 등의 핑계로 부모님의 돈을 받았다.

4. 또 다른 학생에게 돈을 요구했다

5. 기타 ( )

16) 상납을 요구받았다면 상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보복이 있었습니까?

1. 신체적인 폭행

2. 욕설이나 협박

3. 친구들 사이의 따돌림

4. 기타

17) 상납을 요구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1. 학교의 관행이므로 어쩔 수 없다

2. 기분이 아주 나쁘고 치욕스럽다



3. 아무 생각이 없다

4. 대신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5. 기타 ( )

18) 상납을 요구받았다면, 후배나 동급생을 상대로 똑같은 상납을 요구한 적이 있습

니까?

1. 있다

2. 없다

19)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로우킥이나 초등생 낚기 등의 동영상을 본적이 있습니

까? 있다면, 그것을 보고 난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1. 재미있었고 나도 해보고 싶었다.

2.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3.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4. 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

5.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