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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bun 구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 1 882          25.9         25.9           

중등 2 2,522       74.1         74.1           

3,404       100.0       100.0         

school 학교명

==> 데이터 참조

resch 인권관련 연구학교 지정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817          24.0         24.0           

없다 2 2,587       76.0         76.0           

3,404       100.0       100.0         

part2 학교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학교 1 882          25.9         25.9           

중학교 2 1,241       36.5         36.5           

고등학교 3 1,281       37.6         37.6           

3,404       100.0       100.0         

part 학교급 : 초, 중, 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학교 1 882          25.9         25.9           

중학교 2 1,241       36.5         36.5           

일반계 고등학교 3 910          26.7         26.7           

전문계 고등학교 4 371          10.9         10.9           

3,404       100.0       100.0         

SQ1. 학교급

SQ1.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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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d 응답자 학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학년 1 2,522       74.1         74.1           

6학년 2 882          25.9         25.9           

3,404       100.0       100.0         

sex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1,811       53.2         53.2           

여자 2 1,593       46.8         46.8           

3,404       100.0       100.0         

size 지역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특별시/광역시 1 1,375       40.4         40.4           

중소도시 2 1,306       38.4         38.4           

군/읍/면 지역 3 723          21.2         21.2           

3,404       100.0       100.0         

region 거주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428          12.6         12.6           

부산 2 111          3.3           3.3             

대구 3 247          7.3           7.3             

인천 4 107          3.1           3.1             

광주 5 144          4.2           4.2             

대전 6 231          6.8           6.8             

울산 7 109          3.2           3.2             

SQ2. 학년

SQ3. 성별

SQ4. 지역규모

SQ5.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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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8 640          18.8         18.8           

강원 9 116          3.4           3.4             

충북 10 14            0.4           0.4             

충남 11 318          9.3           9.3             

전북 12 245          7.2           7.2             

전남 13 164          4.8           4.8             

경북 14 169          5.0           5.0             

경남 15 361          10.6         10.6           

3,404       100.0       100.0         

type 유형: 남녀공학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녀공학 1 2,251       66.1         66.1           

남학교 2 554          16.3         16.3           

여학교 3 599          17.6         17.6           

3,404       100.0       100.0         

ab01 인권에 대해 들어본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들어본 적도 없고, 의미도 모른다 1 79            2.3           2.3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잘모른다 2 543          16.0         16.0           

들어본 적도 있고, 의미도 대강 알고있다 3 1,962       57.6         57.6           

들어본 적도 있고, 의미도 잘 알고있다 4 792          23.3         23.3           

무응답 9 28            0.8           0.8             

3,404       100.0       100.0         

SQ6. 설립유형

1.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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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11a 인권에 대해 들어본 경로1: 학교 수업에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671       49.1         50.7           

아니다 2 1,626       47.8         49.3           

비해당 -1 107          3.1           

3,404       100.0       100.0         

ab011b 인권에 대해 들어본 경로2: 책에서(교과서 제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54          10.4         10.7           

아니다 2 2,943       86.5         89.3           

비해당 -1 107          3.1           

3,404       100.0       100.0         

ab011c 인권에 대해 들어본 경로3: TV, 신문 등 언론매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257       36.9         38.1           

아니다 2 2,040       59.9         61.9           

비해당 -1 107          3.1           

3,404       100.0       100.0         

ab011d 인권에 대해 들어본 경로4: 부모님이나 주위의 어른들을 통해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59          7.6           7.9             

아니다 2 3,038       89.2         92.1           

비해당 -1 107          3.1           

3,404       100.0       100.0         

1-1. (만약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인권"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2) 책에서(교과서 제외)

1-1. (만약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인권"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3) TV, 신문 등 언론매체

1-1. (만약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인권"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4) 부모님이나 주위의 어른들을 통해서

1-1. (만약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인권"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1) 학교 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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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11e 인권에 대해 들어본 경로5: 친구들을 통해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67            2.0           2.0             

아니다 2 3,230       94.9         98.0           

비해당 -1 107          3.1           

3,404       100.0       100.0         

ab011f 인권에 대해 들어본 경로6: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1            1.2           1.2             

아니다 2 3,256       95.7         98.8           

비해당 -1 107          3.1           

3,404       100.0       100.0         

b02 인권에 대한 관심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관심없다 1 119          3.5           4.7             

대체로 관심없다 2 1,056       31.0         41.9           

대체로 관심있다 3 1,081       31.8         42.9           

매우 관심있다 4 145          4.3           5.7             

무응답 9 121          3.6           4.8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1-1. (만약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인권"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5) 친구들을 통해서

1-1. (만약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인권"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6) 기타

2. 평소에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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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3 학교 인권교육 경험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경험 1 2,352       69.1         69.1           

무경험 2 1,052       30.9         30.9           

3,404       100.0       100.0         

ab031a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경로1: 교과 수업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910       56.1         81.2           

아니다 2 442          13.0         18.8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ab031b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경로2: 창의적 체험활동(특별활동, 재량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64          16.6         24.0           

아니다 2 1,788       52.5         76.0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ab031c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경로3: 조회나 종례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07          9.0           13.1           

아니다 2 2,045       60.1         86.9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3-1. 만약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시간에 받았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회나 종례시간

3-1. 만약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시간에 받았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의적 체험활동(특별활동, 재량활동)

3.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1. 만약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시간에 받았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과 수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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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31d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경로4: 상담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79            2.3           3.4             

아니다 2 2,273       66.8         96.6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ab031e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경로5: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06          3.1           4.5             

아니다 2 2,246       66.0         95.5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ab0311a인권교육 경험 교과1: 국어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32          6.8           12.1           

아니다 2 1,678       49.3         87.9           

비해당 -1 1,494       43.9         

3,404       100.0       100.0         

3-1. 만약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시간에 받았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상담시간

3-1. 만약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시간에 받았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3-1-1. 학교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무슨 과목에서받았습니까? 기
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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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311b인권교육 경험 교과2: 도덕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369       40.2         71.7           

아니다 2 541          15.9         28.3           

비해당 -1 1,494       43.9         

3,404       100.0       100.0         

ab0311c인권교육 경험 교과3: 사회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034       30.4         54.1           

아니다 2 876          25.7         45.9           

비해당 -1 1,494       43.9         

3,404       100.0       100.0         

ab0311d인권교육 경험 교과4: 수학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3            0.7           1.2             

아니다 2 1,887       55.4         98.8           

비해당 -1 1,494       43.9         

3,404       100.0       100.0         

3-1-1. 학교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무슨 과목에서받았습니까? 기
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덕과

3-1-1. 학교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무슨 과목에서받았습니까? 기
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과

3-1-1. 학교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무슨 과목에서받았습니까? 기
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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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311e인권교육 경험 교과5: 과학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2            0.6           1.2             

아니다 2 1,888       55.5         98.8           

비해당 -1 1,494       43.9         

3,404       100.0       100.0         

ab0311f인권교육 경험 교과6: 기술가정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4            1.3           2.3             

아니다 2 1,866       54.8         97.7           

비해당 -1 1,494       43.9         

3,404       100.0       100.0         

ab0311g인권교육 경험 교과7: 예체능과(음악,미술,체육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96            2.8           5.0             

아니다 2 1,814       53.3         95.0           

비해당 -1 1,494       43.9         

3,404       100.0       100.0         

3-1-1. 학교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무슨 과목에서받았습니까? 기
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체능과(음악,미술,체육 등)

3-1-1. 학교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무슨 과목에서받았습니까? 기
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술가정과

3-1-1. 학교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무슨 과목에서받았습니까? 기
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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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311h인권교육 경험 교과8: 외국어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5            0.4           0.8             

아니다 2 1,895       55.7         99.2           

비해당 -1 1,494       43.9         

3,404       100.0       100.0         

ab0311i인권교육 경험 교과9: 보건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28          6.7           11.9           

아니다 2 1,682       49.4         88.1           

비해당 -1 1,494       43.9         

3,404       100.0       100.0         

ab0311j인권교육 경험 교과10: 인권과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80          5.3           9.4             

아니다 2 1,730       50.8         90.6           

비해당 -1 1,494       43.9         

3,404       100.0       100.0         

3-1-1. 학교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무슨 과목에서받았습니까? 기
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보건과

3-1-1. 학교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무슨 과목에서받았습니까? 기
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권과목

3-1-1. 학교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무슨 과목에서받았습니까? 기
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외국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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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311k인권교육 경험 교과11: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24          3.6           6.5             

아니다 2 1,786       52.5         93.5           

비해당 -1 1,494       43.9         

3,404       100.0       100.0         

ab032 교내 방송을 통한 인권교육 경험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받은적이 있다 1 1,143       33.6         48.6           

받은적이 없다 2 1,086       31.9         46.2           

무응답 9 123          3.6           5.2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b033a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1: 인간개념, 관련 법, 조약 등의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습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957          28.1         40.7           

아니다 2 688          20.2         29.3           

무응답 9 707          20.8         30.1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3-3. 학교에서 받은 인권교육에서 배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세
요.
1) 인권 개념, 관련 법, 조약 등의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습득

3-1-1. 학교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무슨 과목에서받았습니까? 기
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3-2. 학교에서 교내방송을 통해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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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33b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2: 표현의 자유, 거주권,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960          28.2         40.8           

아니다 2 685          20.1         29.1           

무응답 9 707          20.8         30.1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b033c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3: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824          24.2         35.0           

아니다 2 821          24.1         34.9           

무응답 9 707          20.8         30.1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b033d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4: 환경권, 평화권, 난민 구제권 등 집단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81          11.2         16.2           

아니다 2 1,264       37.1         53.7           

무응답 9 707          20.8         30.1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3-3. 학교에서 받은 인권교육에서 배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세
요.
3)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

3-3. 학교에서 받은 인권교육에서 배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세
요.
4) 환경권, 평화권, 난민 구제권 등 집단권

3-3. 학교에서 받은 인권교육에서 배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세
요.
2) 표현의 자유, 거주권,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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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33e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5: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988          29.0         42.0           

아니다 2 657          19.3         27.9           

무응답 9 707          20.8         30.1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b033f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6: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6            1.6           2.4             

아니다 2 1,589       46.7         67.6           

무응답 9 707          20.8         30.1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b0331a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교육1: 여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11          15.0         51.7           

아니다 2 477          14.0         48.3           

비해당 -1 2,416       71.0         

3,404       100.0       100.0         

3-3. 학교에서 받은 인권교육에서 배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세
요.
6) 기타

3-3-1.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해 배웠다면, 다
음 중에서 어떤 집단의 인권에 대해 배웠습니까? 기억나는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

3-3. 학교에서 받은 인권교육에서 배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세
요.
5)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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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331b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63          16.5         57.0           

아니다 2 425          12.5         43.0           

비해당 -1 2,416       71.0         

3,404       100.0       100.0         

b0331c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교육3: 장애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814          23.9         82.4           

아니다 2 174          5.1           17.6           

비해당 -1 2,416       71.0         

3,404       100.0       100.0         

b0331d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교육4: 노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26          15.5         53.2           

아니다 2 462          13.6         46.8           

비해당 -1 2,416       71.0         

3,404       100.0       100.0         

3-3-1.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해 배웠다면, 다
음 중에서 어떤 집단의 인권에 대해 배웠습니까? 기억나는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인

3-3-1.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해 배웠다면, 다
음 중에서 어떤 집단의 인권에 대해 배웠습니까? 기억나는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동·청소년

3-3-1.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해 배웠다면, 다
음 중에서 어떤 집단의 인권에 대해 배웠습니까? 기억나는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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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331e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교육5: 비정규직 노동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54          7.5           25.7           

아니다 2 734          21.6         74.3           

비해당 -1 2,416       71.0         

3,404       100.0       100.0         

b0331f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교육6: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난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627          18.4         63.5           

아니다 2 361          10.6         36.5           

비해당 -1 2,416       71.0         

3,404       100.0       100.0         

b0331g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교육7: 병력자(HIV/AIDS, 간염보균자, 한센인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70            2.1           7.1             

아니다 2 918          27.0         92.9           

비해당 -1 2,416       71.0         

3,404       100.0       100.0         

3-3-1.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해 배웠다면, 다
음 중에서 어떤 집단의 인권에 대해 배웠습니까? 기억나는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병력자(HIV/AIDS, 간염보균자, 한센인 등)

3-3-1.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해 배웠다면, 다
음 중에서 어떤 집단의 인권에 대해 배웠습니까? 기억나는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비정규직 노동자

3-3-1.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해 배웠다면, 다
음 중에서 어떤 집단의 인권에 대해 배웠습니까? 기억나는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난민

15



A1-2011-0017

인권교육 실태조사, 2011 : 학생

b0331h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교육8: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98            2.9           9.9             

아니다 2 890          26.1         90.1           

비해당 -1 2,416       71.0         

3,404       100.0       100.0         

b0331i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교육9: 범죄피해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25          3.7           12.7           

아니다 2 863          25.4         87.3           

비해당 -1 2,416       71.0         

3,404       100.0       100.0         

b0331j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교육10: 북한이탈 주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84          8.3           28.7           

아니다 2 704          20.7         71.3           

비해당 -1 2,416       71.0         

3,404       100.0       100.0         

3-3-1.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해 배웠다면, 다
음 중에서 어떤 집단의 인권에 대해 배웠습니까? 기억나는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

3-3-1.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해 배웠다면, 다
음 중에서 어떤 집단의 인권에 대해 배웠습니까? 기억나는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범죄피해자

3-3-1.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해 배웠다면, 다
음 중에서 어떤 집단의 인권에 대해 배웠습니까? 기억나는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북한이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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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331k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교육11: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2            0.4           1.2             

아니다 2 976          28.7         98.8           

비해당 -1 2,416       71.0         

3,404       100.0       100.0         

ab0341 인권교육 효과1: 인권개념 및 법이나 조약 등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변화가 전혀 없었다 1 131          3.8           5.6             

변화가 별로 없었다 2 795          23.4         33.8           

어느정도 변화가 있었다 3 1,271       37.3         54.0           

큰 변화가 있었다 4 115          3.4           4.9             

무응답 9 40            1.2           1.7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ab0342 인권교육 효과2 : 인권발달의 역사 및 인권침해 현상 등에 대해 알게되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변화가 전혀 없었다 1 148          4.3           6.3             

변화가 별로 없었다 2 789          23.2         33.5           

어느정도 변화가 있었다 3 1,186       34.8         50.4           

큰 변화가 있었다 4 187          5.5           8.0             

무응답 9 42            1.2           1.8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3-3-1.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해 배웠다면, 다
음 중에서 어떤 집단의 인권에 대해 배웠습니까? 기억나는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3-4. (만약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인권교육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어
느 정도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인권개념 및 법이나 조약 등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3-4. (만약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인권교육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어
느 정도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권발달의 역사 및 인권침해 현상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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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343 인권교육 효과3: 인권적 관점에서 나의 행동을 인식하게 되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변화가 전혀 없었다 1 118          3.5           5.0             

변화가 별로 없었다 2 729          21.4         31.0           

어느정도 변화가 있었다 3 1,228       36.1         52.2           

큰 변화가 있었다 4 230          6.8           9.8             

무응답 9 47            1.4           2.0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ab0344 인권교육 효과4: 나와 다른친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변화가 전혀 없었다 1 90            2.6           3.8             

변화가 별로 없었다 2 520          15.3         22.1           

어느정도 변화가 있었다 3 1,331       39.1         56.6           

큰 변화가 있었다 4 359          10.5         15.3           

무응답 9 52            1.5           2.2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ab0345 인권교육 효과5: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차별, 고정관념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변화가 전혀 없었다 1 90            2.6           3.8             

변화가 별로 없었다 2 546          16.0         23.2           

어느정도 변화가 있었다 3 1,342       39.4         57.1           

큰 변화가 있었다 4 326          9.6           13.9           

무응답 9 48            1.4           2.0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3-4. (만약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인권교육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어
느 정도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5)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차별, 고정관념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3-4. (만약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인권교육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어
느 정도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권적 관점에서 나의 행동을 인식하게 되었다.

3-4. (만약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인권교육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어
느 정도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4) 나와 다른 친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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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346 인권교육 효과6: 내 주위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태도가 생기게 되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변화가 전혀 없었다 1 171          5.0           7.3             

변화가 별로 없었다 2 922          27.1         39.2           

어느정도 변화가 있었다 3 1,011       29.7         43.0           

큰 변화가 있었다 4 203          6.0           8.6             

무응답 9 45            1.3           1.9             

비해당 -1 1,052       30.9         

3,404       100.0       100.0         

abc041 인권관련 문서 인지도1: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지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들어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 1 1,941       57.0         57.0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모른다 2 1,014       29.8         29.8           

내용을 대강 알고있다 3 367          10.8         10.8           

내용을 잘 알고있다 4 52            1.5           1.5             

무응답 9 30            0.9           0.9             

3,404       100.0       100.0         

abc042 인권관련 문서 인지도2: 청소년 헌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들어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 1 1,632       47.9         47.9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모른다 2 1,270       37.3         37.3           

내용을 대강 알고있다 3 391          11.5         11.5           

내용을 잘 알고있다 4 80            2.4           2.4             

무응답 9 31            0.9           0.9             

3,404       100.0       100.0         

3-4. (만약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인권교육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어
느 정도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6) 내 주위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는 태도가 생겼다.

4. 다음은 인권과 관련된 몇 가지 문건입니다. 다음 문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해당하
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지침

4. 다음은 인권과 관련된 몇 가지 문건입니다. 다음 문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해당하
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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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043 인권관련 문서 인지도3: 학생인권조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들어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 1 1,045       30.7         30.7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모른다 2 1,298       38.1         38.1           

내용을 대강 알고있다 3 819          24.1         24.1           

내용을 잘 알고있다 4 197          5.8           5.8             

무응답 9 45            1.3           1.3             

3,404       100.0       100.0         

abc044 인권관련 문서 인지도4: 세계인권선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들어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 1 648          19.0         19.0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모른다 2 1,351       39.7         39.7           

내용을 대강 알고있다 3 1,080       31.7         31.7           

내용을 잘 알고있다 4 294          8.6           8.6             

무응답 9 31            0.9           0.9             

3,404       100.0       100.0         

abc045 인권관련 문서 인지도5: 유엔아동권리협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들어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 1 1,296       38.1         38.1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모른다 2 1,319       38.7         38.7           

내용을 대강 알고있다 3 611          17.9         17.9           

내용을 잘 알고있다 4 147          4.3           4.3             

무응답 9 31            0.9           0.9             

3,404       100.0       100.0         

4. 다음은 인권과 관련된 몇 가지 문건입니다. 다음 문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해당하
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인권조례

4. 다음은 인권과 관련된 몇 가지 문건입니다. 다음 문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해당하
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세계인권선언

4. 다음은 인권과 관련된 몇 가지 문건입니다. 다음 문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해당하
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유엔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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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046 인권관련 문서 인지도6: 학생생활규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들어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 1 362          10.6         10.6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모른다 2 909          26.7         26.7           

내용을 대강 알고있다 3 1,444       42.4         42.4           

내용을 잘 알고있다 4 663          19.5         19.5           

무응답 9 26            0.8           0.8             

3,404       100.0       100.0         

a041 (초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1: 나는 성폭행, 유괴,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17            0.5           1.9             

별로 그렇지 않아요 2 33            1.0           3.7             

대체로 그래요 3 112          3.3           12.7           

매우 그래요 4 717          21.1         81.3           

무응답 9 3              0.1           0.3             

비해당 -1 2,522       74.1         

3,404       100.0       100.0         

a042 (초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2: 나는 휴가와 여가, 놀이와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11            0.3           1.2             

별로 그렇지 않아요 2 29            0.9           3.3             

대체로 그래요 3 159          4.7           18.0           

매우 그래요 4 680          20.0         77.1           

무응답 9 3              0.1           0.3             

비해당 -1 2,522       74.1         

3,404       100.0       100.0         

4. 다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동의 권리입니다. 다음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2) 나는 휴식과 여가, 놀이와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4. 다음은 인권과 관련된 몇 가지 문건입니다. 다음 문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해당하
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학교생활규정

4. 다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동의 권리입니다. 다음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1) 나는 성폭행, 유괴,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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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3 (초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3: 나는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25            0.7           2.8             

별로 그렇지 않아요 2 81            2.4           9.2             

대체로 그래요 3 205          6.0           23.2           

매우 그래요 4 567          16.7         64.3           

무응답 9 4              0.1           0.5             

비해당 -1 2,522       74.1         

3,404       100.0       100.0         

a044 (초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4: 나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14            0.4           1.6             

별로 그렇지 않아요 2 43            1.3           4.9             

대체로 그래요 3 177          5.2           20.1           

매우 그래요 4 644          18.9         73.0           

무응답 9 4              0.1           0.5             

비해당 -1 2,522       74.1         

3,404       100.0       100.0         

a045 (초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5: 나는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11            0.3           1.2             

별로 그렇지 않아요 2 35            1.0           4.0             

대체로 그래요 3 177          5.2           20.1           

매우 그래요 4 656          19.3         74.4           

무응답 9 3              0.1           0.3             

비해당 -1 2,522       74.1         

3,404       100.0       100.0         

4. 다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동의 권리입니다. 다음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4) 나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4. 다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동의 권리입니다. 다음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5) 나는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4. 다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동의 권리입니다. 다음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3) 나는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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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20            0.6           2.3             

별로 그렇지 않아요 2 52            1.5           5.9             

대체로 그래요 3 184          5.4           20.9           

매우 그래요 4 622          18.3         70.5           

무응답 9 4              0.1           0.5             

비해당 -1 2,522       74.1         

3,404       100.0       100.0         

a047 (초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7: 나는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와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17            0.5           1.9             

별로 그렇지 않아요 2 48            1.4           5.4             

대체로 그래요 3 160          4.7           18.1           

매우 그래요 4 653          19.2         74.0           

무응답 9 4              0.1           0.5             

비해당 -1 2,522       74.1         

3,404       100.0       100.0         

(초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6: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자랄 수 있도록 보살핌
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다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동의 권리입니다. 다음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6)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보살핌
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다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동의 권리입니다. 다음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7) 나는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와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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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8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16            0.5           1.8             

별로 그렇지 않아요 2 47            1.4           5.3             

대체로 그래요 3 189          5.6           21.4           

매우 그래요 4 627          18.4         71.1           

무응답 9 3              0.1           0.3             

비해당 -1 2,522       74.1         

3,404       100.0       100.0         

abc05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83          8.3           8.3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960          28.2         28.2           

대체로 그렇다 3 1,725       50.7         50.7           

매우 그렇다 4 426          12.5         12.5           

무응답 9 10            0.3           0.3             

3,404       100.0       100.0         

abc052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 및 인식2: 학교 운영이나 규칙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9            2.3           2.3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392          11.5         11.5           

대체로 그렇다 3 1,358       39.9         39.9           

매우 그렇다 4 1,561       45.9         45.9           

무응답 9 14            0.4           0.4             

3,404       100.0       100.0         

(초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8: 어른들은 내가 매를 맞거나 무관심 속에 있도록 내버려두어서
는 안된다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 및 인식1: 청소년은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5. 다음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운영이나 규칙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다음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은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지도를 받
아야 한다.

4. 다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동의 권리입니다. 다음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8) 어른들은 내가 매를 맞거나 무관심 속에 있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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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05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77          14.0         14.0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1,353       39.7         39.7           

대체로 그렇다 3 1,261       37.0         37.0           

매우 그렇다 4 284          8.3           8.3             

무응답 9 29            0.9           0.9             

3,404       100.0       100.0         

bc054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 및 인식4: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2          3.0           4.0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514          15.1         20.4           

대체로 그렇다 3 1,476       43.4         58.5           

매우 그렇다 4 400          11.8         15.9           

무응답 9 30            0.9           1.2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abc05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02          14.7         14.7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1,328       39.0         39.0           

대체로 그렇다 3 1,212       35.6         35.6           

매우 그렇다 4 331          9.7           9.7             

무응답 9 31            0.9           0.9             

3,404       100.0       100.0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 및 인식3: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면,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어
렵게 된다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 및 인식5: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많이 시키면 자기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이 될 수 있다

5. 다음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많이 시키면 자기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5. 다음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다음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면,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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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6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1 1,275       37.5         37.5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 2 1,719       50.5         50.5           

들어본 적도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대체로 알고있다 3 339          10.0         10.0           

아주 잘 알고있다 4 50            1.5           1.5             

무응답 9 21            0.6           0.6             

3,404       100.0       100.0         

abc07 소속학교 인권 보장 정도/소속학교 문화가 인권친화적인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1 297          8.7           8.7             

대체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2 976          28.7         28.7           

대체로 보장되고 있다 3 1,909       56.1         56.1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4 216          6.3           6.3             

무응답 9 6              0.2           0.2             

3,404       100.0       100.0         

abc071a학교에서 인권보장이 힘든 이유1: 학생수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90          5.6           14.9           

아니다 2 1,083       31.8         85.1           

비해당 -1 2,131       62.6         

3,404       100.0       100.0         

7-1. 우리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1) 학생수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7.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우리나라의 인권 전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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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071b학교에서 인권보장이 힘든 이유2: 학생들의 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96          5.8           15.4           

아니다 2 1,077       31.6         84.6           

비해당 -1 2,131       62.6         

3,404       100.0       100.0         

abc071c학교에서 인권보장이 힘든 이유3: 학교 규칙 자체가 인권 침해적인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02          11.8         31.6           

아니다 2 871          25.6         68.4           

비해당 -1 2,131       62.6         

3,404       100.0       100.0         

abc071d학교에서 인권보장이 힘든 이유4: 선생님들의 인권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84          8.3           22.3           

아니다 2 989          29.1         77.7           

비해당 -1 2,131       62.6         

3,404       100.0       100.0         

7-1. 우리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3) 학교 규칙 자체가 인권 침해적인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7-1. 우리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4) 선생님들의 인권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7-1. 우리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2) 학생들의 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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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071e학교에서 인권보장이 힘든 이유5: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75          5.1           13.7           

아니다 2 1,098       32.3         86.3           

비해당 -1 2,131       62.6         

3,404       100.0       100.0         

abc071f학교에서 인권보장이 힘든 이유6: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8            1.4           3.8             

아니다 2 1,225       36.0         96.2           

비해당 -1 2,131       62.6         

3,404       100.0       100.0         

abc072a학교에서 가장 인권침해적 관계1: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26          6.6           17.8           

아니다 2 1,047       30.8         82.2           

비해당 -1 2,131       62.6         

3,404       100.0       100.0         

7-2. 우리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음 중 어떤 관계에서 자신의 인권
이 가장 많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서

7-1. 우리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5)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7-1. 우리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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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072b학교에서 가장 인권침해적 관계2: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36          4.0           10.7           

아니다 2 1,137       33.4         89.3           

비해당 -1 2,131       62.6         

3,404       100.0       100.0         

abc072c학교에서 가장 인권침해적 관계3: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65          7.8           20.8           

아니다 2 1,008       29.6         79.2           

비해당 -1 2,131       62.6         

3,404       100.0       100.0         

abc072d학교에서 가장 인권침해적 관계4: 학교 교칙이나 규칙 등에 의해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81          17.1         45.6           

아니다 2 692          20.3         54.4           

비해당 -1 2,131       62.6         

3,404       100.0       100.0         

7-2. 우리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음 중 어떤 관계에서 자신의 인권
이 가장 많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7-2. 우리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음 중 어떤 관계에서 자신의 인권
이 가장 많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학교 교칙이나 규칙 등에 의해서

7-2. 우리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음 중 어떤 관계에서 자신의 인권
이 가장 많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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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072e학교에서 가장 인권침해적 관계5: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9            0.9           2.3             

아니다 2 1,244       36.5         97.7           

비해당 -1 2,131       62.6         

3,404       100.0       100.0         

ab08a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0: 우리학교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896          26.3         26.3           

아니다 2 2,508       73.7         73.7           

3,404       100.0       100.0         

ab08b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1: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기회 제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03          14.8         14.8           

아니다 2 2,901       85.2         85.2           

3,404       100.0       100.0         

ab08c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2: 체벌 등의 신체적 학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614          18.0         18.0           

아니다 2 2,790       82.0         82.0           

3,404       100.0       100.0         

8. 다음 중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직접 겪은(당한)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기회 제한

8. 다음 중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직접 겪은(당한)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체벌 등의 신체적 학대

7-2. 우리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음 중 어떤 관계에서 자신의 인권
이 가장 많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기타

8. 다음 중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직접 겪은(당한)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학교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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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8d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3: 따돌림(왕따)이나 괴롭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67          7.8           7.8             

아니다 2 3,137       92.2         92.2           

3,404       100.0       100.0         

ab08e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4: 욕, 모욕적 언사 등 언어폭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985          28.9         28.9           

아니다 2 2,419       71.1         71.1           

3,404       100.0       100.0         

ab08f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5: 성적공개 등 개인정보 유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609          17.9         17.9           

아니다 2 2,795       82.1         82.1           

3,404       100.0       100.0         

ab08g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6: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50          16.2         16.2           

아니다 2 2,854       83.8         83.8           

3,404       100.0       100.0         

8. 다음 중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직접 겪은(당한)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

8. 다음 중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직접 겪은(당한)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욕, 모욕적 언사 등 언어폭력

8. 다음 중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직접 겪은(당한)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적공개 등 개인정보 유출

8. 다음 중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직접 겪은(당한)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따돌림(왕따)이나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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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8h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7: 출신, 성별, 종교, 지역, 성적 등에 의한 차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63          7.7           7.7             

아니다 2 3,141       92.3         92.3           

3,404       100.0       100.0         

ab08i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8: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472       43.2         43.2           

아니다 2 1,932       56.8         56.8           

3,404       100.0       100.0         

ab08j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9: 모임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47          4.3           4.3             

아니다 2 3,257       95.7         95.7           

3,404       100.0       100.0         

ab08k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10: 일방적인 징계절차에 의한 처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16          6.3           6.3             

아니다 2 3,188       93.7         93.7           

3,404       100.0       100.0         

8. 다음 중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직접 겪은(당한)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모임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한

8. 다음 중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직접 겪은(당한)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일방적인 징계절차에 의한 처벌

8. 다음 중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직접 겪은(당한)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출신, 성별, 종교, 지역, 성적 등에 의한 차별

8. 다음 중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직접 겪은(당한)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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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8l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11: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9            1.7           1.7             

아니다 2 3,345       98.3         98.3           

3,404       100.0       100.0         

ab08m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12: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94            2.8           2.8             

아니다 2 3,310       97.2         97.2           

3,404       100.0       100.0         

ab09a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가해 경험0: 나는 다른 친구들의 인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667       49.0         49.0           

아니다 2 1,737       51.0         51.0           

3,404       100.0       100.0         

ab09b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가해 경험1: 신체적 폭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77          11.1         11.1           

아니다 2 3,027       88.9         88.9           

3,404       100.0       100.0         

9. 다음 중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행사한 적이 있는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
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체적 폭력

8. 다음 중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직접 겪은(당한)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8. 다음 중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직접 겪은(당한)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9. 다음 중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행사한 적이 있는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
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나는 다른 친구들의 인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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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9c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가해 경험2: 따돌림(왕따)이나 괴롭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80          11.2         11.2           

아니다 2 3,024       88.8         88.8           

3,404       100.0       100.0         

ab09d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가해 경험3: 욕, 비방 등 모욕적인 언어폭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411       41.5         41.5           

아니다 2 1,993       58.5         58.5           

3,404       100.0       100.0         

ab09e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가해 경험4: 출신, 성별, 종교, 지역, 성적 등에 의한 차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24          3.6           3.6             

아니다 2 3,280       96.4         96.4           

3,404       100.0       100.0         

ab09f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가해 경험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2            0.9           0.9             

아니다 2 3,372       99.1         99.1           

3,404       100.0       100.0         

9. 다음 중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행사한 적이 있는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
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욕, 비방 등 모욕적인 언어폭력

9. 다음 중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행사한 적이 있는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
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출신, 성별, 종교, 지역, 성적 등에 의한 차별

9. 다음 중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행사한 적이 있는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
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9. 다음 중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행사한 적이 있는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
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따돌림(왕따)이나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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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9g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가해 경험6: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9            1.4           1.4             

아니다 2 3,355       98.6         98.6           

3,404       100.0       100.0         

ab10a 학교에서 인권 침해시 대응 방법0: 나와 다른 친구들의 권리가 침해된 적이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061       31.2         31.2           

아니다 2 2,343       68.8         68.8           

3,404       100.0       100.0         

ab10b 학교에서 인권 침해시 대응 방법1: 선생님께 직접 말씀드렸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29          12.6         12.6           

아니다 2 2,975       87.4         87.4           

3,404       100.0       100.0         

ab10c 학교에서 인권 침해시 대응 방법2: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80          17.0         17.0           

아니다 2 2,824       83.0         83.0           

3,404       100.0       100.0         

9. 다음 중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행사한 적이 있는 인권침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
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10. 학교에서 본인이나 다른 친구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해당 사
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0) 나와 다른 친구들의 권리가 침해된 적이 없다.

10. 학교에서 본인이나 다른 친구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해당 사
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선생님께 직접 말씀드렸다.

10. 학교에서 본인이나 다른 친구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해당 사
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2)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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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0d 학교에서 인권 침해시 대응 방법3: 학생회 등을 통해 논의하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2            1.2           1.2             

아니다 2 3,362       98.8         98.8           

3,404       100.0       100.0         

ab10e 학교에서 인권 침해시 대응 방법4: 학교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 글을 올렸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8            1.1           1.1             

아니다 2 3,366       98.9         98.9           

3,404       100.0       100.0         

ab10f 학교에서 인권 침해시 대응 방법5: 경찰에 신고하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6            1.4           1.4             

아니다 2 3,358       98.6         98.6           

3,404       100.0       100.0         

ab10g 학교에서 인권 침해시 대응 방법6: 친구들과 상의하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816          24.0         24.0           

아니다 2 2,588       76.0         76.0           

3,404       100.0       100.0         

10. 학교에서 본인이나 다른 친구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해당 사
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6) 친구들과 상의하였다.

10. 학교에서 본인이나 다른 친구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해당 사
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3) 학생회 등을 통해 논의하였다.

10. 학교에서 본인이나 다른 친구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해당 사
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4) 학교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 글을 올렸다.

10. 학교에서 본인이나 다른 친구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해당 사
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5) 경찰에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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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0h 학교에서 인권 침해시 대응 방법7: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참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907          26.6         26.6           

아니다 2 2,497       73.4         73.4           

3,404       100.0       100.0         

ab10i 학교에서 인권 침해시 대응 방법8: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858          25.2         25.2           

아니다 2 2,546       74.8         74.8           

3,404       100.0       100.0         

ab11a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학생의견 반영방법1: 학급회의와 학생회 회의를 거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596       46.9         46.9           

아니다 2 1,808       53.1         53.1           

3,404       100.0       100.0         

ab11b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학생의견 반영방법2: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를 거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886          26.0         26.0           

아니다 2 2,518       74.0         74.0           

3,404       100.0       100.0         

11.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칙을 만들고 바꾸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합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학급회의와 학생회 회의를 거친다.

11.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칙을 만들고 바꾸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합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2)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를 거친다.

10. 학교에서 본인이나 다른 친구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해당 사
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7)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참았다.

10. 학교에서 본인이나 다른 친구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해당 사
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8)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

37



A1-2011-0017

인권교육 실태조사, 2011 : 학생

ab11c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학생의견 반영방법3: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의견을 제시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25          12.5         12.5           

아니다 2 2,979       87.5         87.5           

3,404       100.0       100.0         

ab11d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학생의견 반영방법4: 의견 수렴 과정이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39          12.9         12.9           

아니다 2 2,965       87.1         87.1           

3,404       100.0       100.0         

ab11e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학생의견 반영방법5: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35          4.0           4.0             

아니다 2 3,269       96.0         96.0           

3,404       100.0       100.0         

ab11f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학생의견 반영방법6: 잘 모르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842          24.7         24.7           

아니다 2 2,562       75.3         75.3           

3,404       100.0       100.0         

11.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칙을 만들고 바꾸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합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4) 의견 수렴 과정이 없다.

11.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칙을 만들고 바꾸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합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5) 기타

11.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칙을 만들고 바꾸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합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6) 잘 모르겠다.

11.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칙을 만들고 바꾸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합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3)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의견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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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201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될 필요없다 1 47            1.4           1.9             

대체로 보장될 필요없다 2 100          2.9           4.0             

대체로 보장되야 한다 3 705          20.7         28.0           

반드시 보장되야 한다 4 1,657       48.7         65.7           

무응답 9 13            0.4           0.5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bc12021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2: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선택할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될 필요없다 1 45            1.3           1.8             

대체로 보장될 필요없다 2 191          5.6           7.6             

대체로 보장되야 한다 3 985          28.9         39.1           

반드시 보장되야 한다 4 1,286       37.8         51.0           

무응답 9 15            0.4           0.6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
1)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
2)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선택할 권리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1: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
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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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2031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3: 성적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될 필요없다 1 23            0.7           0.9             

대체로 보장될 필요없다 2 91            2.7           3.6             

대체로 보장되야 한다 3 689          20.2         27.3           

반드시 보장되야 한다 4 1,706       50.1         67.6           

무응답 9 13            0.4           0.5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bc1204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될 필요없다 1 29            0.9           1.1             

대체로 보장될 필요없다 2 142          4.2           5.6             

대체로 보장되야 한다 3 1,026       30.1         40.7           

반드시 보장되야 한다 4 1,303       38.3         51.7           

무응답 9 22            0.6           0.9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
3) 성적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 사적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4: 자신의 삶과 관련된 학교의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
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
4) 자신의 삶과 관련된 학교의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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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205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될 필요없다 1 22            0.6           0.9             

대체로 보장될 필요없다 2 100          2.9           4.0             

대체로 보장되야 한다 3 830          24.4         32.9           

반드시 보장되야 한다 4 1,554       45.7         61.6           

무응답 9 16            0.5           0.6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bc12061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6: 학교의 자치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될 필요없다 1 26            0.8           1.0             

대체로 보장될 필요없다 2 90            2.6           3.6             

대체로 보장되야 한다 3 752          22.1         29.8           

반드시 보장되야 한다 4 1,636       48.1         64.9           

무응답 9 18            0.5           0.7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5: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한, 자신의 생각
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
5)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
6) 학교의 자치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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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2071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7: 자유의사에 따라 모임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될 필요없다 1 29            0.9           1.1             

대체로 보장될 필요없다 2 206          6.1           8.2             

대체로 보장되야 한다 3 896          26.3         35.5           

반드시 보장되야 한다 4 1,372       40.3         54.4           

무응답 9 19            0.6           0.8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bc12081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8: 사생활 침해(소지품 검사, 몸수색 등)를 받지 않을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될 필요없다 1 50            1.5           2.0             

대체로 보장될 필요없다 2 188          5.5           7.5             

대체로 보장되야 한다 3 770          22.6         30.5           

반드시 보장되야 한다 4 1,500       44.1         59.5           

무응답 9 14            0.4           0.6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
7) 자유의사에 따라 모임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
8) 사생활 침해(소지품 검사, 몸수색 등)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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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2091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9: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될 필요없다 1 22            0.6           0.9             

대체로 보장될 필요없다 2 82            2.4           3.3             

대체로 보장되야 한다 3 523          15.4         20.7           

반드시 보장되야 한다 4 1,880       55.2         74.5           

무응답 9 15            0.4           0.6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bc12101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10: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을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될 필요없다 1 34            1.0           1.3             

대체로 보장될 필요없다 2 101          3.0           4.0             

대체로 보장되야 한다 3 794          23.3         31.5           

반드시 보장되야 한다 4 1,577       46.3         62.5           

무응답 9 16            0.5           0.6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
9)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
10)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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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2111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11: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될 필요없다 1 29            0.9           1.1             

대체로 보장될 필요없다 2 146          4.3           5.8             

대체로 보장되야 한다 3 828          24.3         32.8           

반드시 보장되야 한다 4 1,500       44.1         59.5           

무응답 9 19            0.6           0.8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bc12121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12: 일할 권리(아르바이트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될 필요없다 1 111          3.3           4.4             

대체로 보장될 필요없다 2 446          13.1         17.7           

대체로 보장되야 한다 3 927          27.2         36.8           

반드시 보장되야 한다 4 1,024       30.1         40.6           

무응답 9 14            0.4           0.6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
11)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
12) 일할 권리 (아르바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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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2131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13: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될 필요없다 1 20            0.6           0.8             

대체로 보장될 필요없다 2 62            1.8           2.5             

대체로 보장되야 한다 3 469          13.8         18.6           

반드시 보장되야 한다 4 1,956       57.5         77.6           

무응답 9 15            0.4           0.6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bc1201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1 127          3.7           5.0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2 366          10.8         14.5           

대체로 보장된다 3 1,440       42.3         57.1           

반드시 보장된다 4 555          16.3         22.0           

무응답 9 34            1.0           1.3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학교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인권1: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
지 않을 권리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
1)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
13)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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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2022학교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인권2: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선택할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1 689          20.2         27.3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2 890          26.1         35.3           

대체로 보장된다 3 759          22.3         30.1           

반드시 보장된다 4 162          4.8           6.4             

무응답 9 22            0.6           0.9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bc12032학교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인권3: 성적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1 223          6.6           8.8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2 606          17.8         24.0           

대체로 보장된다 3 1,300       38.2         51.5           

반드시 보장된다 4 370          10.9         14.7           

무응답 9 23            0.7           0.9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
3) 성적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 사적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
2)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선택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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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204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1 195          5.7           7.7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2 718          21.1         28.5           

대체로 보장된다 3 1,301       38.2         51.6           

반드시 보장된다 4 279          8.2           11.1           

무응답 9 29            0.9           1.1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bc1205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1 168          4.9           6.7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2 625          18.4         24.8           

대체로 보장된다 3 1,331       39.1         52.8           

반드시 보장된다 4 367          10.8         14.6           

무응답 9 31            0.9           1.2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
5)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학교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인권4: 자신의 삶과 관련된 학교의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

학교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인권5: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한, 자신의 생각과 느
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
4) 자신의 삶과 관련된 학교의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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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2062학교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인권6: 학교의 자치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1 182          5.3           7.2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2 552          16.2         21.9           

대체로 보장된다 3 1,309       38.5         51.9           

반드시 보장된다 4 452          13.3         17.9           

무응답 9 27            0.8           1.1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bc12072학교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인권7: 자유의사에 따라 모임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1 233          6.8           9.2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2 714          21.0         28.3           

대체로 보장된다 3 1,204       35.4         47.7           

반드시 보장된다 4 339          10.0         13.4           

무응답 9 32            0.9           1.3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
6) 학교의 자치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
7) 자유의사에 따라 모임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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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2082학교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인권8: 사생활 침해(소지품 검사, 몸수색 등)를 받지 않을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1 316          9.3           12.5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2 621          18.2         24.6           

대체로 보장된다 3 1,133       33.3         44.9           

반드시 보장된다 4 427          12.5         16.9           

무응답 9 25            0.7           1.0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bc12092학교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인권9: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1 211          6.2           8.4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2 612          18.0         24.3           

대체로 보장된다 3 1,262       37.1         50.0           

반드시 보장된다 4 409          12.0         16.2           

무응답 9 28            0.8           1.1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
8) 사생활 침해(소지품 검사, 몸수색 등)를 받지 않을 권리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
9)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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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2102학교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인권10: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을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1 198          5.8           7.9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2 545          16.0         21.6           

대체로 보장된다 3 1,328       39.0         52.7           

반드시 보장된다 4 420          12.3         16.7           

무응답 9 31            0.9           1.2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bc12112학교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인권11: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1 384          11.3         15.2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2 677          19.9         26.8           

대체로 보장된다 3 1,130       33.2         44.8           

반드시 보장된다 4 301          8.8           11.9           

무응답 9 30            0.9           1.2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
11)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
10)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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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2122학교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인권12: 일할 권리(아르바이트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1 510          15.0         20.2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2 820          24.1         32.5           

대체로 보장된다 3 929          27.3         36.8           

반드시 보장된다 4 231          6.8           9.2             

무응답 9 32            0.9           1.3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bc12132학교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인권13: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1 154          4.5           6.1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2 394          11.6         15.6           

대체로 보장된다 3 1,340       39.4         53.1           

반드시 보장된다 4 606          17.8         24.0           

무응답 9 28            0.8           1.1             

비해당 -1 882          25.9         

3,404       100.0       100.0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
12) 일할 권리 (아르바이트 등)

12.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학교에
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
13)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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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13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8          4.3           4.3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538          15.8         15.8           

대체로 그렇다 3 1,787       52.5         52.5           

매우 그렇다 4 918          27.0         27.0           

무응답 9 13            0.4           0.4             

3,404       100.0       100.0         

abc13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92          8.6           8.6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860          25.3         25.3           

대체로 그렇다 3 1,551       45.6         45.6           

매우 그렇다 4 691          20.3         20.3           

무응답 9 10            0.3           0.3             

3,404       100.0       100.0         

abc13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12          6.2           6.2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765          22.5         22.5           

대체로 그렇다 3 1,681       49.4         49.4           

매우 그렇다 4 727          21.4         21.4           

무응답 9 19            0.6           0.6             

3,404       100.0       100.0         

13. 우리 담임선생님께서는 학급이나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담임선생님은 학급이나 수업을 학생참여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13. 우리 담임선생님께서는 학급이나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이 학급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13. 우리 담임선생님께서는 학급이나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담임선생님은 학생들과 대화, 토론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담임교사의 인권친화적 학급/수업 운영1: 우리 담임선생님은 학급이나 수업을 학생참여적인 방식
으로 운영한다

담임교사의 인권친화적 학급/수업 운영2: 우리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이 학급의 규칙을 스스로 정
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담임교사의 인권친화적 학급/수업 운영3: 우리 담임선생님은 학생들과 대화, 토론하는 것을 중요
시한다

52



A1-2011-0017

인권교육 실태조사, 2011 : 학생

abc13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11          9.1           9.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679          19.9         19.9           

대체로 그렇다 3 1,397       41.0         41.0           

매우 그렇다 4 1,006       29.6         29.6           

무응답 9 11            0.3           0.3             

3,404       100.0       100.0         

abc13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80          8.2           8.2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741          21.8         21.8           

대체로 그렇다 3 1,542       45.3         45.3           

매우 그렇다 4 821          24.1         24.1           

무응답 9 20            0.6           0.6             

3,404       100.0       100.0         

abc136 담임교사의 인권친화적 학급/수업 운영6: 우리 담임선생님은 학생의 사적 정보를 존중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4          3.6           3.6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373          11.0         11.0           

대체로 그렇다 3 1,595       46.9         46.9           

매우 그렇다 4 1,290       37.9         37.9           

무응답 9 22            0.6           0.6             

3,404       100.0       100.0         

13. 우리 담임선생님께서는 학급이나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담임선생님은 학생을 지도(교과교육, 생활지도 등)할 때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다.

13. 우리 담임선생님께서는 학급이나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담임선생님은 학생이 잘못을 했을 경우 다른 학생들 앞에서 모욕을 주지 않는다.

13. 우리 담임선생님께서는 학급이나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담임선생님은 학생의 사적 정보를 존중한다.

담임교사의 인권친화적 학급/수업 운영5: 우리 담임선생님은 학생이 잘못을 했을 경우 다른 학생
들 앞에서 모욕을 주지 않는다

담임교사의 인권친화적 학급/수업 운영4: 우리 담임선생님은 학생을 지도할 때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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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14 교사들의 학생 인권 보장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점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 1 96            2.8           2.8             

2점 2 201          5.9           5.9             

3점 3 480          14.1         14.1           

4점 (보통이다) 4 993          29.2         29.2           

5점 5 759          22.3         22.3           

6점 6 579          17.0         17.0           

7점 (매우 잘 지켜주고 있다) 7 250          7.3           7.3             

무응답 9 46            1.4           1.4             

3,404       100.0       100.0         

abc15 교사 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05          9.0           9.0             

대체로 필요하다 2 740          21.7         21.7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3 1,435       42.2         42.2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894          26.3         26.3           

무응답 9 30            0.9           0.9             

3,404       100.0       100.0         

ab16a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766          22.5         22.5           

아니다 2 2,638       77.5         77.5           

3,404       100.0       100.0         

14.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어느 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7까지 해당
하는 정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5. 선생님들에게도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6.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학교가 가장 노력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학생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제도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학교가 노력할 점1: 학생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제도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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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6b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528       44.9         44.9           

아니다 2 1,876       55.1         55.1           

3,404       100.0       100.0         

ab16c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학교가 노력할 점3: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38          15.8         15.8           

아니다 2 2,866       84.2         84.2           

3,404       100.0       100.0         

ab16d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학교가 노력할 점4: 선생님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98          8.8           8.8             

아니다 2 3,106       91.2         91.2           

3,404       100.0       100.0         

ab16e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학교가 노력할 점5: 선생님과의 상담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83          11.3         11.3           

아니다 2 3,021       88.7         88.7           

3,404       100.0       100.0         

16.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학교가 가장 노력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학교 규칙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

16.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학교가 가장 노력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6.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학교가 가장 노력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선생님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6.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학교가 가장 노력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선생님과의 상담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학교가 노력할 점2: 학교 규칙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이 자
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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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6f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학교가 노력할 점6: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93            2.7           2.7             

아니다 2 3,311       97.3         97.3           

3,404       100.0       100.0         

16.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학교가 가장 노력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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