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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7-0095
서울아동패널조사, 2007

subjw4 [청소년] 조사 성공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동 1 1467 100.0 100.0

c13aw4 [청소년] 응답자 태어난 년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93 년 1993 7 .5 .5

1994 년 1994 1239 84.5 84.5

1995 년 1995 220 15.0 15.0

1997 년 1997 1 .1 .1

1467 100.0 100.0

c13w4 [청소년]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성 1 768 52.4 52.4

여성 2 699 47.6 47.6

1467 100.0 100.0

c15w4 [청소년] 응답자 건강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좋다 1 598 40.8 40.9

좋다 2 627 42.7 42.9

보통이다 3 213 14.5 14.6

나쁘다 4 22 1.5 1.5

아주 나쁘다 5 3 .2 .2

무응답 9 4 .3

1467 100.0 100.0

12. 본인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13. 성별은 무엇입니까?

15. 나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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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7-0095
서울아동패널조사, 2007

c18w4 [청소년] 응답자 키

값

유효합계 1,387

최소값 140

최대값 183

평균 160.73

표준편차 7.224

c19w4 [청소년] 응답자 몸무게

값

유효합계 1,377

최소값 25

최대값 90

평균 50.53

표준편차 9.690

c14w4 [청소년] 지난 일주일간 결식 경험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35 2.4 2.4

아니오 2 1430 97.5 97.6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17aw4 [청소년] 지난 1년간 전학 경험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20 1.4 1.4

아니오 2 1442 98.3 98.6

무응답 9 5 .3

1467 100.0 100.0

14. 지난 한 주일 동안 먹을 것이나 돈이 없어서 밥을 굶은 적이 있습니까?

17. 지난 한 해 동안 전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18. 나의 키는 ____________Cm이다

19. 나의 몸무게는 _____________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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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7-0095
서울아동패널조사, 2007

c17bw4 [청소년] 지난 1년간 전학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회 1 14 1.0 77.8

2 회 2 2 .1 11.1

7 회 7 1 .1 5.6

9 회 9 1 .1 5.6

비해당 0 1442 98.3

무응답 99 7 .5

1467 100.0 100.0

c18cw4 [청소년] 지난 1년간 이사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회 0 1165 79.4 81.0

1 회 1 246 16.8 17.1

2 회 2 17 1.2 1.2

3 회 3 6 .4 .4

4 회 4 2 .1 .1

6 회 6 1 .1 .1

9 회 9 2 .1 .1

무응답 99 28 1.9

1467 100.0 100.0

c22aw4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38 2.6 2.6

없다 2 1418 96.7 97.4

무응답 9 11 .7

1467 100.0 100.0

17-1. 지난 한 해 동안 몇 번 전학하셨습니까?

29. 지난 한 해 몇 번이나 이사하셨습니까? (          번)
  (이사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0" 기입)

20-1. 여러분은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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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7-0095
서울아동패널조사, 2007

c22b11w4 [청소년] 아르바이트1 종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비해당  1418 96.7 96.7

무응답 (99) 14 1.0 1.0

기계옮기기 1 .1 .1

미용실잡일 1 .1 .1

방송출연 1 .1 .1

방청객 5 .3 .3

서류정리 1 .1 .1

식당일 1 .1 .1

신문배달 1 .1 .1

아빠회사 1 .1 .1

전단지 23 1.6 1.6

1467 100.0 100.0

c22b12w4 [청소년] 아르바이트1 기간(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일 1 20 1.4 57.1

2 일 2 3 .2 8.6

3 일 3 2 .1 5.7

4 일 4 1 .1 2.9

7 일 7 4 .3 11.4

14 일 14 1 .1 2.9

30 일 30 1 .1 2.9

60 일 60 1 .1 2.9

90 일 90 1 .1 2.9

180 일 180 1 .1 2.9

무응답 999 14 1.0

시스템 결측값 1418 96.7

1467 100.0 100.0

20-2. 지난 1년간 여러분이 해보았던 아르바이트 종류와 일한 기간 및 일한 시간에 대해 모
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이상일 경우 오랜 기간 한 순서로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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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7-0095
서울아동패널조사, 2007

c22b13w4 [청소년] 아르바이트1 시간(일주일/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일 0 1 .1 3.0

1 일 1 22 1.5 66.7

2 일 2 2 .1 6.1

3 일 3 6 .4 18.2

5 일 5 1 .1 3.0

7 일 7 1 .1 3.0

무응답 99 16 1.1

시스템 결측값 1418 96.7

1467 100.0 100.0

c22b14w4 [청소년] 아르바이트1 시간(하루/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시간 0 1 .1 3.0

1 시간 1 6 .4 18.2

2 시간 2 1 .1 3.0

2 시간 2 8 .5 24.2

3 시간 3 7 .5 21.2

4 시간 4 5 .3 15.2

5 시간 5 3 .2 9.1

9 시간 9 1 .1 3.0

14 시간 14 1 .1 3.0

무응답 99 16 1.1

시스템 결측값 1418 96.7

1467 100.0 100.0

c22b21w4 [청소년] 아르바이트2 종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비해당 1454 99.1 99.1

무응답 (99) 11 .7 .7

전단지 1 .1 .1

패스트푸드점 1 .1 .1

1467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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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7-0095
서울아동패널조사, 2007

c22b22w4 [청소년] 아르바이트2 기간(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일 1 1 .1 50.0

30 일 30 1 .1 50.0

무응답 999 11 .7

시스템 결측값 1454 99.1

1467 100.0 100.0

c22b23w4 [청소년] 아르바이트2 시간(일주일/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일 1 1 .1 50.0

3 일 3 1 .1 50.0

무응답 99 11 .7

시스템 결측값 1454 99.1

1467 100.0 100.0

c22b24w4 [청소년] 아르바이트2 시간(하루/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4 시간 4 1 .1 50.0

6 시간 6 1 .1 50.0

무응답 99 11 .7

시스템 결측값 1454 99.1

1467 100.0 100.0

c22b31w4 [청소년] 아르바이트3 종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비해당  1456 99.3 99.3

무응답 99 11 .7 .7

1467 100.0 100.0

c22b32w4 [청소년] 아르바이트3 기간(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 999 11 .7

시스템 결측값 1456 99.3

1467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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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7-0095
서울아동패널조사, 2007

c22b33w4 [청소년] 아르바이트3 시간(일주일/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 99 11 .7

시스템 결측값 1456 99.3

1467 100.0 100.0

c22b34w4 [청소년] 아르바이트3 시간(하루/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 99 11 .7

시스템 결측값 1456 99.3

1467 100.0 100.0

c26a1w4 [청소년] 지난 1년간 활동 및 서비스 참여 여부1: 고민이나문제상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받았다 1 121 8.2 8.3

받지 않았다 2 1333 90.9 91.7

무응답 9 13 .9

1467 100.0 100.0

c26a2w4 [청소년] 지난 1년간 활동 및 서비스 참여 여부2: 학습지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받았다 1 712 48.5 49.1

받지 않았다 2 738 50.3 50.9

무응답 9 17 1.2

1467 100.0 100.0

21.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년 동
안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되는 칸에 V표 주세요.
1)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상담

21.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년 동
안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되는 칸에 V표 주세요.
2) 학습지도(숙제, 문제집 풀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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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7-0095
서울아동패널조사, 2007

c26a3w4 [청소년] 지난 1년간 활동 및 서비스 참여 여부3: 자원봉사방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받았다 1 139 9.5 9.6

받지 않았다 2 1309 89.2 90.4

무응답 9 19 1.3

1467 100.0 100.0

c26a4w4 [청소년] 지난 1년간 활동 및 서비스 참여 여부4: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받았다 1 37 2.5 2.6

받지 않았다 2 1410 96.1 97.4

무응답 9 20 1.4

1467 100.0 100.0

c26a5w4 [청소년] 지난 1년간 활동 및 서비스 참여 여부5: 수련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받았다 1 795 54.2 54.9

받지 않았다 2 654 44.6 45.1

무응답 9 18 1.2

1467 100.0 100.0

c26a6w4 [청소년] 지난 1년간 활동 및 서비스 참여 여부6: 견학, 문화체험 등 당일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받았다 1 571 38.9 39.6

받지 않았다 2 871 59.4 60.4

무응답 9 25 1.7

1467 100.0 100.0

21.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년 동
안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되는 칸에 V표 주세요.
3)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봉사자 방문

21.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년 동
안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되는 칸에 V표 주세요.
4)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등

21.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년 동
안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되는 칸에 V표 주세요.
5)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21.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년 동
안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되는 칸에 V표 주세요.
6) 견학, 문화체험 방문 등의 당일 활동

8



A1-2007-0095
서울아동패널조사, 2007

c26a7w4 [청소년] 지난 1년간 활동 및 서비스 참여 여부7: 집단프로그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받았다 1 143 9.7 9.9

받지 않았다 2 1298 88.5 90.1

무응답 9 26 1.8

1467 100.0 100.0

c26b1w4 [청소년] 지난 1년간 활동 및 서비스 참여 만족도1: 고민이나문제상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6 .4 5.2

불만족 2 11 .7 9.6

만족 3 82 5.6 71.3

매우 만족 4 16 1.1 13.9

무응답 9 19 1.3

시스템 결측값 1333 90.9

1467 100.0 100.0

c26b2w4 [청소년] 지난 1년간 활동 및 서비스 참여 만족도2: 학습지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19 1.3 2.9

불만족 2 57 3.9 8.6

만족 3 485 33.1 72.9

매우 만족 4 104 7.1 15.6

무응답 9 64 4.4

시스템 결측값 738 50.3

1467 100.0 100.0

21.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년 동
안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되는 칸에 V표 주세요.
1)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상담

21.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에 대답
하신 분은 ∨표 해주세요. 얼마나 만족스러웠습니까?
1)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상담

21.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에 대답
하신 분은 ∨표 해주세요. 얼마나 만족스러웠습니까?
2) 학습지도(숙제, 문제집 풀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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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7-0095
서울아동패널조사, 2007

c26b3w4 [청소년] 지난 1년간 활동 및 서비스 참여 만족도3: 자원봉사방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6 .4 4.5

불만족 2 9 .6 6.8

만족 3 93 6.3 69.9

매우 만족 4 25 1.7 18.8

무응답 9 25 1.7

시스템 결측값 1309 89.2

1467 100.0 100.0

c26b4w4 [청소년] 지난 1년간 활동 및 서비스 참여 만족도4: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1 .1 3.1

불만족 2 5 .3 15.6

만족 3 21 1.4 65.6

매우 만족 4 5 .3 15.6

무응답 9 25 1.7

시스템 결측값 1410 96.1

1467 100.0 100.0

c26b5w4 [청소년] 지난 1년간 활동 및 서비스 참여 만족도5: 수련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31 2.1 4.2

불만족 2 82 5.6 11.2

만족 3 440 30.0 60.1

매우 만족 4 179 12.2 24.5

무응답 9 81 5.5

시스템 결측값 654 44.6

1467 100.0 100.0

21.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에 대답
하신 분은 ∨표 해주세요. 얼마나 만족스러웠습니까?
3)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봉사자 방문

21.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에 대답
하신 분은 ∨표 해주세요. 얼마나 만족스러웠습니까?
4)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등

21.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에 대답
하신 분은 ∨표 해주세요. 얼마나 만족스러웠습니까?
5)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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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6b6w4 [청소년] 지난 1년간 활동 및 서비스 참여 만족도6: 견학, 문화체험 등 당일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15 1.0 2.9

불만족 2 41 2.8 7.8

만족 3 350 23.9 66.8

매우 만족 4 118 8.0 22.5

무응답 9 72 4.9

시스템 결측값 871 59.4

1467 100.0 100.0

c26b7w4 [청소년] 지난 1년간 활동 및 서비스 참여 만족도7: 집단프로그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8 .5 6.1

불만족 2 12 .8 9.2

만족 3 85 5.8 64.9

매우 만족 4 26 1.8 19.8

무응답 9 38 2.6

시스템 결측값 1298 88.5

1467 100.0 100.0

c16aw4 [청소년] 고민의논상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다 1 167 11.4 11.6

부모님 2 579 39.5 40.1

형제 자매 3 101 6.9 7.0

친구 4 560 38.2 38.8

학교선생님 5 9 .6 .6

함께 사는 어른(할머니, 삼촌 등) 6 6 .4 .4

복지관 선생님 7 3 .2 .2

기타 8 18 1.2 1.2

무응답 9 24 1.6

1467 100.0 100.0

21.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에 대답
하신 분은 ∨표 해주세요. 얼마나 만족스러웠습니까?
6) 견학, 문화체험 방문 등의 당일 활동

21.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에 대답
하신 분은 ∨표 해주세요. 얼마나 만족스러웠습니까?
7)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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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bw4 [청소년] 고민의논상대: 기타

==> 데이터 참조

c3cw4 [청소년] 동거가족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명 1 1 .1 .1

2 명 2 11 .7 .8

3 명 3 171 11.7 11.7

4 명 4 957 65.2 65.6

5 명 5 263 17.9 18.0

6 명 6 39 2.7 2.7

7 명 7 11 .7 .8

8 명 8 3 .2 .2

9 명 9 2 .1 .1

무응답 99 9 .6

1467 100.0 100.0

c3dw4 [청소년] 부친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2 세 32 1 .1 .1

33 세 33 1 .1 .1

34 세 34 3 .2 .2

36 세 36 2 .1 .1

37 세 37 2 .1 .1

38 세 38 8 .5 .6

39 세 39 21 1.4 1.5

40 세 40 42 2.9 3.1

41 세 41 67 4.6 4.9

42 세 42 81 5.5 6.0

43 세 43 120 8.2 8.9

44 세 44 141 9.6 10.4

22-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22-2. 부모님의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① 아버지 (______________세)

12



A1-2007-0095
서울아동패널조사, 2007

45 세 45 202 13.8 14.9

46 세 46 130 8.9 9.6

47 세 47 130 8.9 9.6

48 세 48 115 7.8 8.5

49 세 49 76 5.2 5.6

50 세 50 72 4.9 5.3

51 세 51 38 2.6 2.8

52 세 52 36 2.5 2.7

53 세 53 22 1.5 1.6

54 세 54 13 .9 1.0

55 세 55 9 .6 .7

56 세 56 9 .6 .7

57 세 57 1 .1 .1

58 세 58 4 .3 .3

59 세 59 3 .2 .2

60 세 60 1 .1 .1

61 세 61 1 .1 .1

63 세 63 2 .1 .1

67 세 67 1 .1 .1

68 세 68 1 .1 .1

무응답 99 61 4.2

시스템 결측값 51 3.5

1467 100.0 100.0

c3ew4 [청소년] 모친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1 세 31 1 .1 .1

32 세 32 1 .1 .1

33 세 33 2 .1 .1

34 세 34 6 .4 .4

35 세 35 8 .5 .6

36 세 36 24 1.6 1.7

37 세 37 29 2.0 2.1

38 세 38 51 3.5 3.7

22-2. 부모님의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② 어머니 (_____________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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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세 39 93 6.3 6.7

40 세 40 163 11.1 11.8

41 세 41 153 10.4 11.1

42 세 42 145 9.9 10.5

43 세 43 159 10.8 11.5

44 세 44 134 9.1 9.7

45 세 45 122 8.3 8.9

46 세 46 87 5.9 6.3

47 세 47 66 4.5 4.8

48 세 48 39 2.7 2.8

49 세 49 31 2.1 2.2

50 세 50 31 2.1 2.2

51 세 51 8 .5 .6

52 세 52 5 .3 .4

53 세 53 2 .1 .1

54 세 54 5 .3 .4

55 세 55 4 .3 .3

56 세 56 5 .3 .4

57 세 57 1 .1 .1

58 세 58 1 .1 .1

59 세 59 1 .1 .1

67 세 67 1 .1 .1

무응답 99 63 4.3

시스템 결측값 26 1.8

1467 100.0 100.0

c3aw4 [청소년] 부친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친아버지이다 1 1393 95.0 96.0

계부(새아버지)이다 2 7 .5 .5

안계신다 3 51 3.5 3.5

무응답 9 16 1.1

1467 100.0 100.0

22-3. 나의 아버지는 (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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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bw4 [청소년] 모친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친아버지이다 1 1421 96.9 97.7

계부(새아버지)이다 2 7 .5 .5

안계신다 3 26 1.8 1.8

무응답 9 13 .9

1467 100.0 100.0

c4aw4 [청소년] 부모결혼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혼 1 1307 89.1 89.9

이혼 2 96 6.5 6.6

별거 3 13 .9 .9

사별 4 17 1.2 1.2

기타 5 21 1.4 1.4

무응답 9 13 .9

1467 100.0 100.0

c4bw4 [청소년] 부친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졸 이하 1 15 1.0 1.1

중졸 2 60 4.1 4.4

고졸 3 465 31.7 34.1

대학교중퇴 4 62 4.2 4.5

대졸이상 5 762 51.9 55.9

무응답 9 52 3.5

시스템 결측값 51 3.5

1467 100.0 100.0

22-4. 나의 어머니는 (      ) …

23.  현재 부모님의 결혼 상태는?

2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아버지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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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cw4 [청소년] 모친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졸 이하 1 16 1.1 1.2

중졸 2 68 4.6 4.9

고졸 3 684 46.6 49.4

대학교중퇴 4 53 3.6 3.8

대졸이상 5 565 38.5 40.8

무응답 9 55 3.7

시스템 결측값 26 1.8

1467 100.0 100.0

c5aw4 [청소년] 부친 취업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1327 90.5 95.9

아니오 2 57 3.9 4.1

무응답 9 32 2.2

시스템 결측값 51 3.5

1467 100.0 100.0

c5bw4 [청소년] 모친 취업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893 60.9 65.5

아니오 2 471 32.1 34.5

무응답 9 77 5.2

시스템 결측값 26 1.8

1467 100.0 100.0

2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어머니 (       )

25. 아버지는 지난 한 달간 일을 하셨습니까?

26. 어머니는 지난 한 달간 일을 하셨습니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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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aw4 [청소년] 주거형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기집 1 845 57.6 60.1

친척집 2 16 1.1 1.1

임대아파트 3 166 11.3 11.8

전셋집 4 259 17.7 18.4

월셋집 5 107 7.3 7.6

기타 6 13 .9 .9

무응답 9 61 4.2

1467 100.0 100.0

c7bw4 [청소년] 무료급식 지원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99 6.7 6.8

아니오 2 1350 92.0 93.2

무응답 9 18 1.2

1467 100.0 100.0

c7cw4 [청소년] 주관적인 계층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층 1 44 3.0 3.0

중하층 2 198 13.5 13.6

중간층 3 757 51.6 52.1

중상층 4 405 27.6 27.9

상층 5 49 3.3 3.4

무응답 9 14 1.0

1467 100.0 100.0

27. 현재 살고 계신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28. 지난 1년간  학교 또는 동사무소로부터 무료급식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0. 자신의 가정의 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느 수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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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a1w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8 2.6 2.6

별로 그렇지 않다 2 262 17.9 17.9

그런 편이다 3 928 63.3 63.5

항상 그렇다 4 234 16.0 16.0

무응답 9 5 .3

1467 100.0 100.0

c2a2w4 [청소년] 학교선생님에 대한 평가2: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1 6.9 6.9

별로 그렇지 않다 2 367 25.0 25.1

그런 편이다 3 815 55.6 55.7

항상 그렇다 4 179 12.2 12.2

무응답 9 5 .3

1467 100.0 100.0

c2a3w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6 2.5 2.5

별로 그렇지 않다 2 194 13.2 13.3

그런 편이다 3 870 59.3 59.5

항상 그렇다 4 361 24.6 24.7

무응답 9 6 .4

1467 100.0 100.0

2. 평상시 우리학교에 대한 나의 생각을 표시해주세요.
1) 전반적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낸다

2. 평상시 우리학교에 대한 나의 생각을 표시해주세요.
2)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한다

2. 평상시 우리학교에 대한 나의 생각을 표시해주세요.
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칭찬해 주신다

[청소년] 학교선생님에 대한 평가1: 전반적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낸다

[청소년] 학교선생님에 대한 평가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칭찬해 주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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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a4w4 [청소년] 학교선생님에 대한 평가4: 수업 중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기를 죽인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50 17.0 17.1

별로 그렇지 않다 2 846 57.7 57.8

그런 편이다 3 303 20.7 20.7

항상 그렇다 4 64 4.4 4.4

무응답 9 4 .3

1467 100.0 100.0

c2a5w4 [청소년] 학교선생님에 대한 평가5: 나는 학교가 안전하게 느껴진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4 10.5 10.6

별로 그렇지 않다 2 470 32.0 32.2

그런 편이다 3 680 46.4 46.6

항상 그렇다 4 154 10.5 10.6

무응답 9 9 .6

1467 100.0 100.0

c2a6w4 [청소년] 학교선생님에 대한 평가6: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선생님께 혼나는 경우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74 32.3 32.5

별로 그렇지 않다 2 624 42.5 42.8

그런 편이다 3 303 20.7 20.8

항상 그렇다 4 58 4.0 4.0

무응답 9 8 .5

1467 100.0 100.0

2. 평상시 우리학교에 대한 나의 생각을 표시해주세요.
4) 수업 중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기를 죽인다

2. 평상시 우리학교에 대한 나의 생각을 표시해주세요.
5) 나는 학교가 안전하게 느껴진다

2. 평상시 우리학교에 대한 나의 생각을 표시해주세요.
6)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선생님께 혼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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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a1w4 [청소년] 학업성적1: 전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못함 1 35 2.4 2.4

보통 이하 2 254 17.3 17.4

보통 3 642 43.8 43.9

보통 이상 4 453 30.9 31.0

아주 잘함 5 77 5.2 5.3

무응답 9 6 .4

1467 100.0 100.0

c3a2w4 [청소년] 학업성적2: 국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못함 1 23 1.6 1.6

보통 이하 2 157 10.7 10.7

보통 3 644 43.9 44.0

보통 이상 4 528 36.0 36.1

아주 잘함 5 112 7.6 7.7

무응답 9 3 .2

1467 100.0 100.0

c3a3w4 [청소년] 학업성적3: 수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못함 1 88 6.0 6.0

보통 이하 2 310 21.1 21.2

보통 3 496 33.8 33.9

보통 이상 4 402 27.4 27.5

아주 잘함 5 167 11.4 11.4

무응답 9 4 .3

1467 100.0 100.0

3. 본인의 학업성적은 어떻습니까?
1) 전체적으로

3. 본인의 학업성적은 어떻습니까?
2) 국어

3. 본인의 학업성적은 어떻습니까?
3)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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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a4w4 [청소년] 학업성적4: 영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못함 1 104 7.1 7.1

보통 이하 2 220 15.0 15.0

보통 3 485 33.1 33.1

보통 이상 4 442 30.1 30.2

아주 잘함 5 213 14.5 14.5

무응답 9 3 .2

1467 100.0 100.0

c1a1w4 [청소년]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1: 학교생활즐겁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3 2.9 2.9

별로 그렇지 않다 2 168 11.5 11.5

그런 편이다 3 866 59.0 59.1

항상 그렇다 4 389 26.5 26.5

무응답 9 1 .1

1467 100.0 100.0

c1a2w4 [청소년]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2: 대부분의과목을좋아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5 5.1 5.1

별로 그렇지 않다 2 534 36.4 36.4

그런 편이다 3 693 47.2 47.3

항상 그렇다 4 164 11.2 11.2

무응답 9 1 .1

1467 100.0 100.0

3. 본인의 학업성적은 어떻습니까?
4) 영어

1.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교 생활이 즐겁다

1.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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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a3w4 [청소년]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3: 선생님을대부분좋아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4 7.1 7.1

별로 그렇지 않다 2 467 31.8 31.9

그런 편이다 3 730 49.8 49.9

항상 그렇다 4 163 11.1 11.1

무응답 9 3 .2

1467 100.0 100.0

c1a4w4 [청소년]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4: 수업태도좋은편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9 4.0 4.0

별로 그렇지 않다 2 462 31.5 31.5

그런 편이다 3 780 53.2 53.2

항상 그렇다 4 165 11.2 11.3

무응답 9 1 .1

1467 100.0 100.0

c1a5w4 [청소년]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5: 숙제꼬박꼬박해간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4 3.0 3.0

별로 그렇지 않다 2 348 23.7 23.8

그런 편이다 3 757 51.6 51.7

항상 그렇다 4 316 21.5 21.6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1.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3)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

1.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4) 나는 수업태도가 좋은 편이다

1.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5) 숙제는 내 스스로 꼬박꼬박 해 가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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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a6w4 [청소년]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6: 선생님의지시를잘따른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6 1.8 1.8

별로 그렇지 않다 2 223 15.2 15.2

그런 편이다 3 935 63.7 63.9

항상 그렇다 4 280 19.1 19.1

무응답 9 3 .2

1467 100.0 100.0

c1a7w4 [청소년]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7: 학교를그만두고싶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19 49.0 49.2

별로 그렇지 않다 2 487 33.2 33.3

그런 편이다 3 207 14.1 14.2

항상 그렇다 4 48 3.3 3.3

무응답 9 6 .4

1467 100.0 100.0

c1a8w4 [청소년]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8: 친구의답안지를본적이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02 81.9 81.9

별로 그렇지 않다 2 216 14.7 14.7

그런 편이다 3 38 2.6 2.6

항상 그렇다 4 11 .7 .7

1467 100.0 100.0

1.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6)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1.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7)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1.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8) 시험 볼 때 다른 친구의 답안지를 본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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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a9w4 [청소년]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9: 수업중에허락없이나간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28 83.7 83.8

별로 그렇지 않다 2 179 12.2 12.2

그런 편이다 3 47 3.2 3.2

항상 그렇다 4 11 .7 .8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6a1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우울/불안 경험1: 외롭다고불평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218 83.0 83.3

그런 편이다 2 202 13.8 13.8

자주 그렇다 3 43 2.9 2.9

무응답 9 4 .3

1467 100.0 100.0

c6a2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우울/불안 경험2: 잘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003 68.4 68.4

그런 편이다 2 390 26.6 26.6

자주 그렇다 3 74 5.0 5.0

1467 100.0 100.0

1.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9) 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허락없이 나간 적이 있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1) 외롭다고 불평한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2) 잘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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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a3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우울/불안 경험3: 나쁜행동을할까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132 77.2 77.4

그런 편이다 2 271 18.5 18.5

자주 그렇다 3 60 4.1 4.1

무응답 9 4 .3

1467 100.0 100.0

c6a4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우울/불안 경험4: 완벽해야한다고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827 56.4 56.5

그런 편이다 2 503 34.3 34.3

자주 그렇다 3 135 9.2 9.2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6a5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우울/불안 경험5: 아무도날사랑하지않는다고불평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292 88.1 88.2

그런 편이다 2 152 10.4 10.4

자주 그렇다 3 21 1.4 1.4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3)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4)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5)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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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a6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우울/불안 경험6: 남들이나를해치려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355 92.4 92.4

그런 편이다 2 97 6.6 6.6

자주 그렇다 3 14 1.0 1.0

무응답 9 1 .1

1467 100.0 100.0

c6a7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우울/불안 경험7: 남보다못하다고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199 81.7 81.8

그런 편이다 2 227 15.5 15.5

자주 그렇다 3 39 2.7 2.7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6a8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우울/불안 경험8: 신경질적이거나긴장되어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039 70.8 70.9

그런 편이다 2 364 24.8 24.8

자주 그렇다 3 62 4.2 4.2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6)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7)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8)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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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a9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우울/불안 경험9: 겁이많거나불안해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209 82.4 82.4

그런 편이다 2 216 14.7 14.7

자주 그렇다 3 42 2.9 2.9

1467 100.0 100.0

c6a10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우울/불안 경험10: 죄책감을느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239 84.5 84.5

그런 편이다 2 193 13.2 13.2

자주 그렇다 3 35 2.4 2.4

1467 100.0 100.0

c6a11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우울/불안 경험11: 쉽게무안해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255 85.5 85.6

그런 편이다 2 185 12.6 12.6

자주 그렇다 3 26 1.8 1.8

무응답 9 1 .1

1467 100.0 100.0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9)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10)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11)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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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a12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우울/불안 경험12: 슬퍼하고우울해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238 84.4 84.4

그런 편이다 2 179 12.2 12.2

자주 그렇다 3 49 3.3 3.3

무응답 9 1 .1

1467 100.0 100.0

c6a13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우울/불안 경험13: 걱정이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785 53.5 53.5

그런 편이다 2 553 37.7 37.7

자주 그렇다 3 128 8.7 8.7

무응답 9 1 .1

1467 100.0 100.0

c6c1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위축 경험1: 혼자있는것을좋아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811 55.3 55.3

그런 편이다 2 518 35.3 35.3

자주 그렇다 3 138 9.4 9.4

1467 100.0 100.0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1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13) 걱정이 많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1)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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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c2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위축 경험2: 말을하지않으려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229 83.8 83.8

그런 편이다 2 212 14.5 14.5

자주 그렇다 3 25 1.7 1.7

무응답 9 1 .1

1467 100.0 100.0

c6c3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위축 경험3: 남에게속을털어놓지않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018 69.4 69.5

그런 편이다 2 374 25.5 25.5

자주 그렇다 3 73 5.0 5.0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6c4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위축 경험4: 수줍거나소심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922 62.8 63.0

그런 편이다 2 464 31.6 31.7

자주 그렇다 3 77 5.2 5.3

무응답 9 4 .3

1467 100.0 100.0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2)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3)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 놓지 않는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4) 수줍거나 소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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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c5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위축 경험5: 멍하니허공을응시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006 68.6 68.7

그런 편이다 2 364 24.8 24.9

자주 그렇다 3 94 6.4 6.4

무응답 9 3 .2

1467 100.0 100.0

c6c6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위축 경험6: 자주뾰루통해진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134 77.3 77.5

그런 편이다 2 283 19.3 19.3

자주 그렇다 3 46 3.1 3.1

무응답 9 4 .3

1467 100.0 100.0

c6c7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위축 경험7: 비활동적이고행동이느리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217 83.0 83.4

그런 편이다 2 207 14.1 14.2

자주 그렇다 3 36 2.5 2.5

무응답 9 7 .5

1467 100.0 100.0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5)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6) 자주 뾰루퉁해진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7)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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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c8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위축 경험8: 슬퍼하고우울해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258 85.8 86.0

그런 편이다 2 173 11.8 11.8

자주 그렇다 3 31 2.1 2.1

무응답 9 5 .3

1467 100.0 100.0

c6c9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위축 경험9: 남들과어울리지않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382 94.2 94.4

그런 편이다 2 71 4.8 4.8

자주 그렇다 3 11 .7 .8

무응답 9 3 .2

1467 100.0 100.0

c6e1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공격성 경험1: 말다툼을자주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980 66.8 66.8

그런 편이다 2 443 30.2 30.2

자주 그렇다 3 43 2.9 2.9

무응답 9 1 .1

1467 100.0 100.0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8)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9) 위축되서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1) 말다툼을 자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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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e3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공격성 경험2: 동물을잔인하게다룬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399 95.4 95.5

그런 편이다 2 58 4.0 4.0

자주 그렇다 3 8 .5 .5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6e5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공격성 경험3: 내물건을부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358 92.6 92.7

그런 편이다 2 96 6.5 6.6

자주 그렇다 3 11 .7 .8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6e6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공격성 경험4: 다른사람의물건을부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428 97.3 97.5

그런 편이다 2 30 2.0 2.0

자주 그렇다 3 7 .5 .5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2) 동물을 잔인하게 다룬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3) 내 물건을 부순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4)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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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e10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공격성 경험5: 자주싸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298 88.5 88.6

그런 편이다 2 153 10.4 10.4

자주 그렇다 3 14 1.0 1.0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6e11w4 [청소년] 지난 6개월간 공격성 경험6: 신체적으로남을공격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366 93.1 93.2

그런 편이다 2 94 6.4 6.4

자주 그렇다 3 6 .4 .4

무응답 9 1 .1

1467 100.0 100.0

c7a6w4 [청소년] 지난 1년간 음주빈도

값

유효합계 1,162

최소값 0

최대값 32

평균 0.43

표준편차 1.907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5) 자주 싸운다

4.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6)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5. 다음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지난 1
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5-1. 술을 마신 적이 있다.
☞ 지난 1년 동안 몇 번 마셔봤으면 지난 1년간에 대해 기록

33



A1-2007-0095
서울아동패널조사, 2007

c7a7w4 [청소년] 지난 1달간 음주빈도

값

유효합계 1,102

최소값 0

최대값 5

평균 0.47

표준편차 0.3476

c7a2w4 [청소년] 지난 1년간 흡연빈도

값

유효합계 1,135

최소값 0

최대값 8000

평균 7.37

표준편차 237.476

c7a3w4 [청소년] 지난 1달간 흡연빈도

값

유효합계 1,101

최소값 0

최대값 100

평균 0.15

표준편차 3.067

5. 다음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지난 1
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5-1. 술을 마신 적이 있다.
☞ 한달에 한번 이상 자주 마시면 지난 1달간에 대해 기록

5. 다음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지난 1
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5-2.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 지난 1년 동안 몇 번 피워봤으면 지난 1년간에 대해 기록

5. 다음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지난 1
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5-2.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 한달에 한번 이상 자주 피우면 지난 1달간에 대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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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a4w4 [청소년] 하루 평균 흡연빈도

값

유효합계 1,101

최소값 0

최대값 8

평균 0.03

표준편차 0.338

c7a8w4 [청소년] 지난 1년간 비행 경험1: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런 적 없다 1 1276 87.0 87.1

1번 2 130 8.9 8.9

2번 3 36 2.5 2.5

3번 4 7 .5 .5

4번 5 3 .2 .2

5번 이상 6 13 .9 .9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7a9w4 [청소년] 지난 1년간 비행 경험2: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런 적 없다 1 1316 89.7 89.9

1번 2 106 7.2 7.2

2번 3 24 1.6 1.6

3번 4 7 .5 .5

4번 5 4 .3 .3

5번 이상 6 7 .5 .5

무응답 9 3 .2

1467 100.0 100.0

5. 다음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지난 1
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5-2.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 하루에 한번 이상 피우면 하루평균에 대해 기록

5. 다음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지난 1
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5. 다음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지난 1
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2)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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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a10w4 [청소년] 지난 1년간 비행 경험3: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삥 뜯은)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런 적 없다 1 1397 95.2 95.3

1번 2 41 2.8 2.8

2번 3 14 1.0 1.0

3번 4 5 .3 .3

5번 이상 6 9 .6 .6

무응답 9 1 .1

1467 100.0 100.0

c7a11w4 [청소년] 지난 1년간 비행 경험4: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런 적 없다 1 1225 83.5 83.9

1번 2 112 7.6 7.7

2번 3 36 2.5 2.5

3번 4 9 .6 .6

4번 5 7 .5 .5

5번 이상 6 71 4.8 4.9

무응답 9 7 .5

1467 100.0 100.0

c7a12w4 [청소년] 지난 1년간 비행 경험5: 가출한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런 적 없다 1 1390 94.8 94.8

1번 2 54 3.7 3.7

2번 3 10 .7 .7

3번 4 4 .3 .3

4번 5 1 .1 .1

5번 이상 6 7 .5 .5

무응답 9 1 .1

1467 100.0 100.0

5. 다음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지난 1
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3)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삥 뜯은) 적이 있다

5. 다음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지난 1
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4)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5. 다음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지난 1
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5) 가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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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a13w4 [청소년] 지난 1년간 비행 경험6: 학교를 이유 없이 빼먹은(무단결석)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런 적 없다 1 1407 95.9 96.1

1번 2 30 2.0 2.0

2번 3 9 .6 .6

3번 4 7 .5 .5

4번 5 1 .1 .1

5번 이상 6 10 .7 .7

무응답 9 3 .2

1467 100.0 100.0

c7a14w4 [청소년] 지난 1년간 비행 경험7: 폭력써클(집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런 적 없다 1 1457 99.3 99.5

1번 2 6 .4 .4

2번 3 1 .1 .1

3번 4 1 .1 .1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7a15w4 [청소년] 지난 1년간 비행 경험8: 패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런 적 없다 1 1405 95.8 95.9

1번 2 45 3.1 3.1

2번 3 11 .7 .8

3번 4 3 .2 .2

4번 5 1 .1 .1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5. 다음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지난 1
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6) 학교를 이유 없이 빼먹은(무단결석) 적이 있다

5. 다음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지난 1
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7) 폭력써클(집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5. 다음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지난 1
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8) 패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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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a1w4 [청소년] 지난 1년간 비행 경험9: 내가 싫은데도 다른 사람이 나의 몸(성기)을 만진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런 적 없다 1 1429 97.4 97.5

1번 2 16 1.1 1.1

2번 3 6 .4 .4

3번 4 1 .1 .1

4번 5 2 .1 .1

5번 이상 6 12 .8 .8

무응답 9 1 .1

1467 100.0 100.0

c8a2w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런 적 없다 1 1447 98.6 98.9

1번 2 9 .6 .6

2번 3 2 .1 .1

3번 4 1 .1 .1

5번 이상 6 4 .3 .3

무응답 9 4 .3

1467 100.0 100.0

c8a3w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다 1 1058 72.1 72.4

1번 2 191 13.0 13.1

2-3번 3 77 5.2 5.3

4번 이상 4 136 9.3 9.3

무응답 9 5 .3

1467 100.0 100.0

5. 다음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지난 1
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9) 내가 싫은데도 다른 사람이 나의 몸(성기)을 만진 적이 있다

5. 다음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지난 1
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0) 내가 싫은데도 다른 사람이 옷을 억지로 벗게 하여 내 몸을 보려고 한 적이 있다

6.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있습
니까?
1) 다른 아이들이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청소년] 지난 1년간 비행 경험10: 내가 싫은데도 다른 사람이 옷을 억지로 벗게 하여 내 몸을
보려고 한 적이 있다

[청소년] 지난 1년간 피해 경험1: 다른 아이들이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거나 조롱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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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a4w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다 1 1284 87.5 87.7

1번 2 120 8.2 8.2

2-3번 3 35 2.4 2.4

4번 이상 4 25 1.7 1.7

무응답 9 3 .2

1467 100.0 100.0

c8a5w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다 1 1239 84.5 84.7

1번 2 134 9.1 9.2

2-3번 3 55 3.7 3.8

4번 이상 4 35 2.4 2.4

무응답 9 4 .3

1467 100.0 100.0

c8a6w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다 1 1405 95.8 96.2

1번 2 38 2.6 2.6

2-3번 3 11 .7 .8

4번 이상 4 7 .5 .5

무응답 9 6 .4

1467 100.0 100.0

6.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있습
니까?
2)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   한 적이 있다

6.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있습
니까?
3) 다른 아이들이 나에 대한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
린 적이 있다

6.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있습
니까?
4) 다른 아이들로부터 시키는 대로하지 않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
을 받은 적이 있다

[청소년] 지난 1년간 피해 경험2: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
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청소년] 지난 1년간 피해 경험3: 다른 아이들이 나에 대한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
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

[청소년] 지난 1년간 피해 경험4: 다른 아이들로부터 시키는 대로하지 않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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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a7w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다 1 1405 95.8 96.2

1번 2 38 2.6 2.6

2-3번 3 12 .8 .8

4번 이상 4 6 .4 .4

무응답 9 6 .4

1467 100.0 100.0

c8a8w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다 1 1346 91.8 92.0

1번 2 65 4.4 4.4

2-3번 3 22 1.5 1.5

4번 이상 4 30 2.0 2.1

무응답 9 4 .3

1467 100.0 100.0

c34a1w4 [청소년] 부모님의 교육참여1: 학교생활에대한대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3 10.4 10.4

별로 그렇지 않다 2 297 20.2 20.3

그런 편이다 3 687 46.8 46.9

항상 그렇다 4 328 22.4 22.4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6.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있습
니까?
5)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6.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있습
니까?
6) 다른 아이들이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7. 다음은 부모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부모님과 나는 학교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대화한다

[청소년] 지난 1년간 피해 경험5: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
앗긴 적이 있다

[청소년] 지난 1년간 피해 경험6: 다른 아이들이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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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a2w4 [청소년] 부모님의 교육참여2:학교를찾아간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70 45.7 45.8

별로 그렇지 않다 2 588 40.1 40.2

그런 편이다 3 174 11.9 11.9

항상 그렇다 4 32 2.2 2.2

무응답 9 3 .2

1467 100.0 100.0

c34a3w4 [청소년] 부모님의 교육참여3: 학부모모임에참여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32 36.3 36.3

별로 그렇지 않다 2 470 32.0 32.1

그런 편이다 3 363 24.7 24.8

항상 그렇다 4 100 6.8 6.8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34a4w4 [청소년] 부모님의 교육참여4: 과제에관심을가진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90 13.0 13.0

별로 그렇지 않다 2 324 22.1 22.2

그런 편이다 3 660 45.0 45.2

항상 그렇다 4 286 19.5 19.6

무응답 9 7 .5

1467 100.0 100.0

7. 다음은 부모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다

7. 다음은 부모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3) 부모님은 학교가 주최하는 학부모회 모임 등과 같은 행사에 참석한다

7. 다음은 부모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4) 내가 숙제를 다 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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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5a1w4 [청소년] 부모님 행동과 가정상황1: 누구와함께있는지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0 9.5 9.6

별로 그렇지 않다 2 246 16.8 16.8

그런 편이다 3 701 47.8 47.9

항상 그렇다 4 377 25.7 25.8

무응답 9 3 .2

1467 100.0 100.0

c35a2w4 [청소년] 부모님 행동과 가정상황2: 몇시에들어오는지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3 5.7 5.7

별로 그렇지 않다 2 165 11.2 11.3

그런 편이다 3 750 51.1 51.3

항상 그렇다 4 464 31.6 31.7

무응답 9 5 .3

1467 100.0 100.0

c35a3w4 [청소년] 부모님 행동과 가정상황3: 무엇을하는지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2 9.7 9.7

별로 그렇지 않다 2 325 22.2 22.2

그런 편이다 3 681 46.4 46.5

항상 그렇다 4 315 21.5 21.5

무응답 9 4 .3

1467 100.0 100.0

8. 다음은 부모님의 행동 또는 가정의 일반적 상황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1)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8. 다음은 부모님의 행동 또는 가정의 일반적 상황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2) 부모님은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8. 다음은 부모님의 행동 또는 가정의 일반적 상황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3)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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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5a4w4 [청소년] 부모님 행동과 가정상황4: 전화를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4 8.5 8.5

별로 그렇지 않다 2 177 12.1 12.1

그런 편이다 3 551 37.6 37.7

항상 그렇다 4 611 41.6 41.8

무응답 9 4 .3

1467 100.0 100.0

c10a1w4 [청소년] 지난 1년간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한 빈도1: 심하게맞은적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었다 1 1238 84.4 84.4

1년에 1-2번 정도 2 190 13.0 13.0

2-3개월에 1-2번 정도 3 21 1.4 1.4

한달에 1-2번 정도 4 10 .7 .7

일주일에 1-2번 정도 5 7 .5 .5

무응답 9 1 .1

1467 100.0 100.0

c10b6w4 [청소년] 지난 1년간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한 빈도2: 모욕감을줄정도로꾸짖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었다 1 1162 79.2 79.3

1년에 1-2번 정도 2 204 13.9 13.9

2-3개월에 1-2번 정도 3 49 3.3 3.3

한달에 1-2번 정도 4 31 2.1 2.1

일주일에 1-2번 정도 5 19 1.3 1.3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8. 다음은 부모님의 행동 또는 가정의 일반적 상황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4) 부모님은 내가 어른 없이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하십니까?

9. 다음은 부모님이나 부모님역할을 하시는 어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지
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9. 다음은 부모님이나 부모님역할을 하시는 어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지
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2)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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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b7w4 [청소년] 지난 1년간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한 빈도3: 나만없으면속이편할것같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었다 1 1163 79.3 79.4

1년에 1-2번 정도 2 199 13.6 13.6

2-3개월에 1-2번 정도 3 44 3.0 3.0

한달에 1-2번 정도 4 33 2.2 2.3

일주일에 1-2번 정도 5 25 1.7 1.7

무응답 9 3 .2

1467 100.0 100.0

c10b8w4 [청소년] 지난 1년간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한 빈도4: 모욕적인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었다 1 1193 81.3 81.4

1년에 1-2번 정도 2 170 11.6 11.6

2-3개월에 1-2번 정도 3 53 3.6 3.6

한달에 1-2번 정도 4 28 1.9 1.9

일주일에 1-2번 정도 5 21 1.4 1.4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10c9w4 [청소년] 지난 1년간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한 빈도5: 귀가에무관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었다 1 1387 94.5 94.7

1년에 1-2번 정도 2 46 3.1 3.1

2-3개월에 1-2번 정도 3 8 .5 .5

한달에 1-2번 정도 4 6 .4 .4

일주일에 1-2번 정도 5 18 1.2 1.2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9. 다음은 부모님이나 부모님역할을 하시는 어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지
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3)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9. 다음은 부모님이나 부모님역할을 하시는 어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지
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4) 부모님이 나에게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9. 다음은 부모님이나 부모님역할을 하시는 어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지
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5) 학교수업이 끝난 후 이유없이 내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우리 부모님은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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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c13w4 [청소년] 지난 1년간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한 빈도6:결석에 무관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었다 1 1450 98.8 98.9

1년에 1-2번 정도 2 8 .5 .5

2-3개월에 1-2번 정도 3 2 .1 .1

한달에 1-2번 정도 4 2 .1 .1

일주일에 1-2번 정도 5 4 .3 .3

무응답 9 1 .1

1467 100.0 100.0

c10c14w4 [청소년] 지난 1년간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한 빈도7: 물건훔치는것에무관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었다 1 1452 99.0 99.1

1년에 1-2번 정도 2 5 .3 .3

2-3개월에 1-2번 정도 3 3 .2 .2

한달에 1-2번 정도 4 2 .1 .1

일주일에 1-2번 정도 5 3 .2 .2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12a1w4 [청소년] 친한친구에 대한 평가1: 외롭거나힘들때함께있어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7 4.6 4.6

별로 그렇지 않다 2 166 11.3 11.3

그런 편이다 3 797 54.3 54.4

항상 그렇다 4 435 29.7 29.7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9. 다음은 부모님이나 부모님역할을 하시는 어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지
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6) 부모님은 이유 없이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한다

9. 다음은 부모님이나 부모님역할을 하시는 어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지
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7) 부모님은 내가 몰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도 모른 체 한다

10. 다음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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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a2w4 [청소년] 친한친구에 대한 평가2: 도움이필요할때도와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2 2.9 2.9

별로 그렇지 않다 2 102 7.0 7.0

그런 편이다 3 853 58.1 58.2

항상 그렇다 4 468 31.9 31.9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12a3w4 [청소년] 친한친구에 대한 평가3: 학교에서공부를열심히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4 4.4 4.4

별로 그렇지 않다 2 224 15.3 15.4

그런 편이다 3 850 57.9 58.3

항상 그렇다 4 321 21.9 22.0

무응답 9 8 .5

1467 100.0 100.0

c12a4w4 [청소년] 친한친구에 대한 평가4: 담배를피우거나술을마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75 80.1 80.4

별로 그렇지 않다 2 197 13.4 13.5

그런 편이다 3 73 5.0 5.0

항상 그렇다 4 16 1.1 1.1

무응답 9 6 .4

1467 100.0 100.0

10. 다음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내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

10. 다음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3) 내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10. 다음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4) 내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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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a5w4 [청소년] 친한친구에 대한 평가5: 돈이나물건을훔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49 85.1 85.3

별로 그렇지 않다 2 162 11.0 11.1

그런 편이다 3 47 3.2 3.2

항상 그렇다 4 7 .5 .5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12a6w4 [청소년] 친한친구에 대한 평가6: 다른사람을심하게때린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33 84.0 84.2

별로 그렇지 않다 2 171 11.7 11.7

그런 편이다 3 52 3.5 3.5

항상 그렇다 4 9 .6 .6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12a7w4 [청소년] 친한친구에 대한 평가7: 무단으로결석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54 85.5 85.7

별로 그렇지 않다 2 148 10.1 10.1

그런 편이다 3 47 3.2 3.2

항상 그렇다 4 15 1.0 1.0

무응답 9 3 .2

1467 100.0 100.0

10. 다음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5)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10. 다음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6)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0. 다음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7) 내 친구들은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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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a8w4 [청소년] 친한친구에 대한 평가8: 남의돈이나물건을뺏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79 87.2 87.4

별로 그렇지 않다 2 135 9.2 9.2

그런 편이다 3 42 2.9 2.9

항상 그렇다 4 7 .5 .5

무응답 9 4 .3

1467 100.0 100.0

c12a9w4 [청소년] 친한친구에 대한 평가9: 친구들은나를좋아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4 2.3 2.3

별로 그렇지 않다 2 91 6.2 6.2

그런 편이다 3 884 60.3 60.4

항상 그렇다 4 454 30.9 31.0

무응답 9 4 .3

1467 100.0 100.0

c12a10w4 [청소년] 친한친구에 대한 평가10: 친구들과사이좋게지낸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6 2.5 2.5

별로 그렇지 않다 2 51 3.5 3.5

그런 편이다 3 705 48.1 48.2

항상 그렇다 4 671 45.7 45.9

무응답 9 4 .3

1467 100.0 100.0

10. 다음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8)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삥뜯은) 적이 있다

10. 다음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9)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10. 다음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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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6a1w4 [청소년] 비공식적 사회통제1: 거리배회할때바로잡아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95 26.9 27.0

별로 그렇지 않다 2 615 41.9 42.0

그런 편이다 3 373 25.4 25.5

항상 그렇다 4 82 5.6 5.6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36a2w4 [청소년] 비공식적 사회통제2: 공손하지않을때바로잡아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93 26.8 26.8

별로 그렇지 않다 2 655 44.6 44.7

그런 편이다 3 344 23.4 23.5

항상 그렇다 4 73 5.0 5.0

무응답 9 2 .1

1467 100.0 100.0

c36a3w4 [청소년] 비공식적 사회통제3: 비행할때바로잡아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06 20.9 20.9

별로 그렇지 않다 2 479 32.7 32.7

그런 편이다 3 512 34.9 35.0

항상 그렇다 4 167 11.4 11.4

무응답 9 3 .2

1467 100.0 100.0

11. 다음의 문항들도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묘사하는 것들입니다.
1) 동네 아이들이 만약 학교를 무단결석하고 거리를 배회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
로잡아줄 것이다

11. 다음의 문항들도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묘사하는 것들입니다.
2) 동네 아이들이 만약 어른들에게 공손하지 않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잡아줄
것이다

11. 다음의 문항들도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묘사하는 것들입니다.
3) 동네 아이들이 만약 술마시고 담배피고 있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잡아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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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6a4w4 [청소년] 비공식적 사회통제4: 싸울때바로잡아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84 19.4 19.4

별로 그렇지 않다 2 447 30.5 30.5

그런 편이다 3 564 38.4 38.5

항상 그렇다 4 169 11.5 11.5

무응답 9 3 .2

1467 100.0 100.0

11. 다음의 문항들도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묘사하는 것들입니다.
4) 동네 아이들이 만약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잡아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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