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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응답자 집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인권전문연구자(A) 1 22 32.4 32.4

법조인/법대교수(B) 2 11 16.2 16.2

시민단체(C) 3 27 39.7 39.7

정책입안자(E) 4 8 11.8 11.8

68 100.0 100.0

sex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남성 1 49 72.1 72.1

여성 2 19 27.9 27.9

68 100.0 100.0

age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30대 이하 1 9 13.2 13.2

40대 2 31 45.6 45.6

50대 3 27 39.7 39.7

60대 이상 4 1 1.5 1.5

68 100.0 100.0

edu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대학교 이하 1 12 17.6 17.6

대학원 이상 2 56 82.4 82.4

68 100.0 100.0

S1. 성별

S2. 연령대

S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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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소속기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대학 교수 1 17 25.0 25.0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원 2 6 8.8 8.8

인권단체/시민단체 활동가 3 24 35.3 35.3

변호사/법조인/법학 교수 4 5 7.4 7.4

정책입안자 5 4 5.9 5.9

기타 6 12 17.6 17.6

68 100.0 100.0

part1 관심있는 인권 분야1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가족 1 1.5 1.5

건강권 1 1.5 1.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1 1.5 1.5

공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1 1.5 1.5

교육 1 1.5 1.5

구금자 인권 보장 1 1.5 1.5

국제인권 1 1.5 1.5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 1 1.5 1.5

군인권 1 1.5 1.5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1 1.5 1.5

기본적 자유권 1 1.5 1.5

기업과 인권 3 4.4 4.4

기업내에서 노동권의 실현 1 1.5 1.5

난민 1 1.5 1.5

난민, 이주, 무국적 1 1.5 1.5

노동 2 2.9 2.9

S4. 소속

S5. 관심 있는 인권분야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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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결사와 참여) 1 1.5 1.5

노동인권 1 1.5 1.5

도시와 인권 1 1.5 1.5

미혼모 1 1.5 1.5

반차별 1 1.5 1.5

보편 인권 1 1.5 1.5

북한이탈주민의 인권형황 1 1.5 1.5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1 1.5 1.5

사회권 3 4.4 4.4

소수자 인권 1 1.5 1.5

수형자 인권 1 1.5 1.5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1 1.5 1.5

신체활동의 자유 1 1.5 1.5

아동 청소년 인권 1 1.5 1.5

여성 2 2.9 2.9

여성인권 1 1.5 1.5

이주난민 1 1.5 1.5

이주노동자 1 1.5 1.5

이주민 2 2.9 2.9

이주민 인권 1 1.5 1.5

이주민인권 1 1.5 1.5

이주인권 1 1.5 1.5

이행기정의 1 1.5 1.5

인권 이론 1 1.5 1.5

인권 일반 1 1.5 1.5

인권기구, 제도 1 1.5 1.5

인권이론 1 1.5 1.5

장애 1 1.5 1.5

장애인 2 2.9 2.9

장애인 인권 1 1.5 1.5

장애인권 1 1.5 1.5

장애인의 문화예술 1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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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정의 1 1.5 1.5

제노사이드 1 1.5 1.5

차별 1 1.5 1.5

차별금지, 평등 1 1.5 1.5

참정권 1 1.5 1.5

청소년 1 1.5 1.5

청소년, 아동 1 1.5 1.5

탈북민 1 1.5 1.5

표현의 자유 1 1.5 1.5

형사사법절차 1 1.5 1.5

환경 1 1.5 1.5

환경권 분야 1 1.5 1.5

68 100.0 100.0

part2 관심있는 인권 분야2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9 13.2 13.2

결혼이주여성 1 1.5 1.5

경제사회권 1 1.5 1.5

경제적 취약계층의 인권 1 1.5 1.5

고문, 가혹행위로부터의 자유 1 1.5 1.5

교육 1 1.5 1.5

국가인권위원회 1 1.5 1.5

기업의 사회적책임 1 1.5 1.5

난민 1 1.5 1.5

노동 1 1.5 1.5

다문화 1 1.5 1.5

도시와 인권 1 1.5 1.5

문화권 1 1.5 1.5

복지 1 1.5 1.5

S5. 관심 있는 인권분야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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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3 4.4 4.4

빈곤 1 1.5 1.5

사회 정의와 참정권의 확대 1 1.5 1.5

사회경제적 권리 1 1.5 1.5

사회복지와 인권 1 1.5 1.5

성소수자 1 1.5 1.5

성소수자 인권 1 1.5 1.5

소수자 2 2.9 2.9

시민단체 활동가 1 1.5 1.5

아동 1 1.5 1.5

아동 및 청소년인권 1 1.5 1.5

아동 인권 2 2.9 2.9

아동, 여성 1 1.5 1.5

아동인권 3 4.4 4.4

아동차별 1 1.5 1.5

여성 1 1.5 1.5

여성 인권 1 1.5 1.5

여성, 아동, 노인 1 1.5 1.5

여성인권 1 1.5 1.5

이주 1 1.5 1.5

이주민 1 1.5 1.5

이주민 인권 1 1.5 1.5

이주민, 난민, 기업과 인권 1 1.5 1.5

인권 역사사회학 1 1.5 1.5

인권과 사회복지 1 1.5 1.5

인권보호분야 1 1.5 1.5

인신매매피해자 1 1.5 1.5

자유권 1 1.5 1.5

장애 1 1.5 1.5

장애인 1 1.5 1.5

장애인권 1 1.5 1.5

정보 인권 1 1.5 1.5

5



A1-2015-0042
인권통계 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2015 : 1차

정보인권 2 2.9 2.9

조직내부 인권보호 1 1.5 1.5

지적 및 자폐성 장애아동 1 1.5 1.5

청소년 1 1.5 1.5

통신의 자유 1 1.5 1.5

평등권 1 1.5 1.5

환경권 1 1.5 1.5

68 100.0 100.0

city 주된 활동지역 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특별시 또는 광역시 1 52 76.5 76.5

중소도시 2 12 17.6 17.6

시군구 3 4 5.9 5.9

68 100.0 100.0

area 주된 활동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서울 1 45 66.2 66.2

인천/경기 2 7 10.3 10.3

강원 3 1 1.5 1.5

호남권 4 2 2.9 2.9

충청권 5 6 8.8 8.8

영남권 6 7 10.3 10.3

68 100.0 100.0

S6. 주된 활동지역

S7. 주된 활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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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 국내 인권통계의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64 94.1 94.1

다소 필요한 편이다 2 4 5.9 5.9

68 100.0 100.0

a02 가장 필요할 것 같은 인권통계 분야

==> 데이터 참조

a03 통계, 조사자료 찾아보는 빈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자주 찾는다 1 10 14.7 14.7

자주 찾는 편이다 2 31 45.6 45.6

별로 찾지 않는다 3 27 39.7 39.7

68 100.0 100.0

a041 주로 찾아보는 인권통계 분야/종류

==> 데이터 참조

a042 인권통계 찾아보지 않는 이유

==> 데이터 참조

1. 인권통계

문1. 00님은 전반적으로 국내 인권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3. 00님은 평소에 통계, 조사자료를 어느 정도나 찾아보십니까?

문3에서 (1)과 (2)에 응답한 경우에만
문4-1. 00님이 주로 찾아보는 인권통계는 어떤 분야/어떤 종류의 통계입니까?

문3에서 (3)과 (4)에 응답한 경우에만
문4-2. 00님이 인권통계를 찾아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2. 00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또는 가장 필요할 것 같은 인권통계는 어떤 분야/어떤 종류
의 통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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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1 통계청 제공 통계,조사자료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1 4 5.9 5.9

대체로 만족 2 36 52.9 52.9

대체로 불만족 3 17 25.0 25.0

매우 불만족 4 4 5.9 5.9

통계, 조사 자료를 본적이 없다 5 7 10.3 10.3

68 100.0 100.0

a052 중앙의 각 부처 제공 통계,조사자료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대체로 만족 2 14 20.6 20.6

대체로 불만족 3 41 60.3 60.3

매우 불만족 4 8 11.8 11.8

통계, 조사 자료를 본적이 없다 5 5 7.4 7.4

68 100.0 100.0

a053 지방자치단체 제공 통계,조사자료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1 1 1.5 1.5

대체로 만족 2 11 16.2 16.2

대체로 불만족 3 28 41.2 41.2

매우 불만족 4 14 20.6 20.6

통계, 조사 자료를 본적이 없다 5 14 20.6 20.6

68 100.0 100.0

문5. 00님은 다음의 기관이 제공하는 통계, 조사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통계청

문5. 00님은 다음의 기관이 제공하는 통계, 조사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중앙의 각 부처

문5. 00님은 다음의 기관이 제공하는 통계, 조사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지방자치단체

8



A1-2015-0042
인권통계 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2015 : 1차

a054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통계,조사자료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1 1 1.5 1.5

대체로 만족 2 26 38.2 38.2

대체로 불만족 3 29 42.6 42.6

매우 불만족 4 6 8.8 8.8

통계, 조사 자료를 본적이 없다 5 6 8.8 8.8

68 100.0 100.0

a055 국제기구 제공 통계,조사자료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1 8 11.8 11.8

대체로 만족 2 50 73.5 73.5

대체로 불만족 3 6 8.8 8.8

통계, 조사 자료를 본적이 없다 5 4 5.9 5.9

68 100.0 100.0

a056 인권단체/시민단체 제공 통계,조사자료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1 4 5.9 5.9

대체로 만족 2 29 42.6 42.6

대체로 불만족 3 27 39.7 39.7

매우 불만족 4 3 4.4 4.4

통계, 조사 자료를 본적이 없다 5 5 7.4 7.4

68 100.0 100.0

문5. 00님은 다음의 기관이 제공하는 통계, 조사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문5. 00님은 다음의 기관이 제공하는 통계, 조사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국제기구

문5. 00님은 다음의 기관이 제공하는 통계, 조사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인권단체/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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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 인권통계 필요시 찾게 될 기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통계청 1 12 17.6 17.6

중앙의 각 부처 2 4 5.9 5.9

국가인권 위원회 4 24 35.3 35.3

국제기구 5 11 16.2 16.2

인권단체/ 시민단체 6 16 23.5 23.5

기타 7 1 1.5 1.5

68 100.0 100.0

xa06 인권통계 필요시 찾게 될 기관: 이유

==> 데이터 참조

a07 인권통계 공개시 접근 경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 (KOSIS) 1 19 27.9 27.9

국가인권 위원회 홈페이지 2 38 55.9 55.9

별도의 인권통계 포털 3 9 13.2 13.2

기타 4 2 2.9 2.9

68 100.0 100.0

xa07 인권통계 공개시 접근 경로: 이유

==> 데이터 참조

문7. 인권통계를 공개하여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려면 다음 중 어디를 이용하는 것
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4)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문6. 00님이 인권통계가 필요해서 찾게 된다면 주로 어느 기관에서 찾을 것 같습니까?

문6. 00님이 인권통계가 필요해서 찾게 된다면 주로 어느 기관에서 찾을 것 같습니까?
(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문7. 인권통계를 공개하여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려면 다음 중 어디를 이용하는 것
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0



A1-2015-0042
인권통계 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2015 : 1차

a08 인권통계 관리 역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통계청 1 5 7.4 7.4

국가인권 위원회 2 48 70.6 70.6

제3의 기구 3 12 17.6 17.6

기타 4 3 4.4 4.4

68 100.0 100.0

xa08 인권통계 관리 역할: 이유

==> 데이터 참조

a09 인권통계 구축시 고려 사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국가 및 사회 수준의 통계 1 10 14.7 14.7

특정집단 별로 세분화된 통계 2 21 30.9 30.9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 3 18 26.5 26.5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통계 4 9 13.2 13.2

일정한 주기로 생산되는 통계 5 9 13.2 13.2

기타 6 1 1.5 1.5

68 100.0 100.0

xa09 인권통계 구축시 고려 사항: 이유

==> 데이터 참조

문8. 인권통계의 개발, 생산,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은 누가 맡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8. 인권통계의 개발, 생산,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은 누가 맡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4) 기타_________

문9. 00님은 인권통계를 구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9. 00님은 인권통계를 구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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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인권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인정의 중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중요하다 1 46 67.6 67.6

약간 중요하다 2 16 23.5 23.5

중요하지 않다 3 6 8.8 8.8

68 100.0 100.0

a11 인권통계 작성되는 주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년 이하 1 1 1.5 1.5

1년 2 31 45.6 45.6

2년 3 27 39.7 39.7

3년 4 9 13.2 13.2

68 100.0 100.0

a12 인권통계 개발/활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데이터 참조

문11. 00님은 인권통계가 작성되는 주기는 대체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문12. 인권통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0. 00님은 인권통계가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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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11 이행기제1: 국제법/제도(국제협약의 범위)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0 73.5 73.5

비교적 적절하다 2 18 26.5 26.5

68 100.0 100.0

a1312 이행기제2: 국내법/제도(인권기구 및 제도)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8 70.6 70.6

비교적 적절하다 2 20 29.4 29.4

68 100.0 100.0

a1313 이행기제3: 인권교육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6 67.6 67.6

비교적 적절하다 2 21 30.9 30.9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문13. 인권의 이행기제와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 할 경
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제법/제도(국제협약의 범위)

문13. 인권의 이행기제와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 할 경
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내법/제도(인권기구 및 제도)

문13. 인권의 이행기제와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 할 경
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권교육

2. 인권프레임과 하위 지표

1. 인권의 이행기제와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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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14 이행기제4: 시민사회와의 협력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3 63.2 63.2

비교적 적절하다 2 24 35.3 35.3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1321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1: 인종 차별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9 72.1 72.1

비교적 적절하다 2 17 25.0 25.0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a1322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2: 여성 차별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3 77.9 77.9

비교적 적절하다 2 13 19.1 19.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문13. 인권의 이행기제와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 할 경
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민사회와의 협력 하위지표 평가

문13. 인권의 이행기제와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 할 경
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종차별

문13. 인권의 이행기제와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 할 경
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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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23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3: 장애인 차별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3 77.9 77.9

비교적 적절하다 2 13 19.1 19.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a1324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4: 이유 차별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33 48.5 48.5

비교적 적절하다 2 28 41.2 41.2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7 10.3 10.3

68 100.0 100.0

a141 이행기제, 평등원 영역의 중분류에 추가할 항목1

==> 데이터 참조

a1411 이행기제, 평등원 영역의 중분류에 추가할 항목1: 이유

==> 데이터 참조

a142 이행기제, 평등원 영역의 중분류에 추가할 항목2

==> 데이터 참조

a1421 이행기제, 평등원 영역의 중분류에 추가할 항목2: 이유

==> 데이터 참조

14. 이행 기제, 평등권 영역의 하위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분류의 항목으로 추가되어
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이유

14. 이행 기제, 평등권 영역의 하위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분류의 항목으로 추가되어
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

14. 이행 기제, 평등권 영역의 하위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분류의 항목으로 추가되어
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이유

문13. 인권의 이행기제와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 할 경
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애인차별

문13. 인권의 이행기제와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 할 경
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타차별

14. 이행 기제, 평등권 영역의 하위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분류의 항목으로 추가되어
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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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1 시민, 정치적 권리1: 신체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4 79.4 79.4

비교적 적절하다 2 13 19.1 19.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152 시민, 정치적 권리2: 자유 및 안보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5 66.2 66.2

비교적 적절하다 2 16 23.5 23.5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7 10.3 10.3

68 100.0 100.0

a153 시민, 정치적 권리3: 기본적 자유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0 73.5 73.5

비교적 적절하다 2 15 22.1 22.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3 4.4 4.4

68 100.0 100.0

2. 시민/정치적 권리

문15. 시민, 정치적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
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체권

문15. 시민, 정치적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
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유 및 안보권

문15. 시민, 정치적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
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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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4 시민, 정치적 권리4: 정의로운 행정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37 54.4 54.4

비교적 적절하다 2 25 36.8 36.8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6 8.8 8.8

68 100.0 100.0

a155 시민, 정치적 권리5: 구제받을 권리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3 77.9 77.9

비교적 적절하다 2 15 22.1 22.1

68 100.0 100.0

a156 시민, 정치적 권리6: 이름,정체성, 국적을 가질 권리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0 58.8 58.8

비교적 적절하다 2 24 35.3 35.3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4 5.9 5.9

68 100.0 100.0

a157 시민, 정치적 권리7: 참정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4 79.4 79.4

비교적 적절하다 2 13 19.1 19.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문15. 시민, 정치적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
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의로운 행정

문15. 시민, 정치적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
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제받을 권리

문15. 시민, 정치적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
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름, 정체성, 국적을 가질 권리

문15. 시민, 정치적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
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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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8 시민, 정치적 권리8: 결혼권/가족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32 47.1 47.1

비교적 적절하다 2 29 42.6 42.6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7 10.3 10.3

68 100.0 100.0

a161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의 중분류에 추가할 항목1

==> 데이터 참조

a1611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의 중분류에 추가할 항목1: 이유

==> 데이터 참조

a162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의 중분류에 추가할 항목2

==> 데이터 참조

a1621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의 중분류에 추가할 항목2: 이유

==> 데이터 참조

문16.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의 하위지표를 구성하는데서 중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이유

문16.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의 하위지표를 구성하는데서 중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

문16.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의 하위지표를 구성하는데서 중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이유

문15. 시민, 정치적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로 포
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혼권/가족권

문16.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의 하위지표를 구성하는데서 중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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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711 신체권-생명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7 83.8 83.8

비교적 적절하다 2 10 14.7 14.7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1712 신체권-제노사이드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39 57.4 57.4

비교적 적절하다 2 25 36.8 36.8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4 5.9 5.9

68 100.0 100.0

a1713 신체권-비사법적살인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6 67.6 67.6

비교적 적절하다 2 21 30.9 30.9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1714 신체권-사형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6 67.6 67.6

비교적 적절하다 2 21 30.9 30.9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체권-사형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체권-생명권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체권-제노사이드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체권-비사법적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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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715 신체권-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6 82.4 82.4

비교적 적절하다 2 11 16.2 16.2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1716 신체권-구금 환경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2 76.5 76.5

비교적 적절하다 2 15 22.1 22.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1717 신체권-노예, 인신매매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1 75.0 75.0

비교적 적절하다 2 16 23.5 23.5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1721 자유 및 안보권-자유와 안보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38 55.9 55.9

비교적 적절하다 2 20 29.4 29.4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0 14.7 14.7

68 100.0 100.0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체권-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체권-구금 환경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체권-노예, 인신매매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 및 안보권-자유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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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722 자유 및 안보권-강제실종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1 60.3 60.3

비교적 적절하다 2 24 35.3 35.3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3 4.4 4.4

68 100.0 100.0

a1723 자유 및 안보권-자의적 체포 및 구금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1 75.0 75.0

비교적 적절하다 2 15 22.1 22.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a1731 기본적 자유-이동의 자유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1 75.0 75.0

비교적 적절하다 2 14 20.6 20.6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3 4.4 4.4

68 100.0 100.0

a1732 기본적 자유-사상, 양심,종교의 자유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7 83.8 83.8

비교적 적절하다 2 11 16.2 16.2

68 100.0 100.0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 및 안보권-자의적 체포 및 구금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 자유-이동의 자유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 자유-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 및 안보권-강제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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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733 기본적 자유-의견과 표현의 자유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6 82.4 82.4

비교적 적절하다 2 12 17.6 17.6

68 100.0 100.0

a1734 기본적 자유-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4 79.4 79.4

비교적 적절하다 2 13 19.1 19.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1735 기본적 자유-결사의 자유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6 82.4 82.4

비교적 적절하다 2 12 17.6 17.6

68 100.0 100.0

a1736 기본적 자유-사생활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0 73.5 73.5

비교적 적절하다 2 16 23.5 23.5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 자유-사생활권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 자유-의견과 표현의 자유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 자유-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 자유-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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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741 정의로운 행정-재판받을 권리/공정한 재판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2 76.5 76.5

비교적 적절하다 2 10 14.7 14.7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6 8.8 8.8

68 100.0 100.0

a1742 정의로운 행정-법 앞의 평등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1 75.0 75.0

비교적 적절하다 2 13 19.1 19.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4 5.9 5.9

68 100.0 100.0

a1751 구제받을 권리-사법적 구제의 가능성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6 82.4 82.4

비교적 적절하다 2 12 17.6 17.6

68 100.0 100.0

a1752 구제받을 권리-피해자 보상과 회복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3 77.9 77.9

비교적 적절하다 2 15 22.1 22.1

68 100.0 100.0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로운 행정-재판받을 권리/공정한 재판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로운 행정-법 앞의 평등권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제받을 권리-사법적 구제의 가능성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제받을 권리-피해자 보상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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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753 구제받을 권리-불처벌(Impunity)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1 60.3 60.3

비교적 적절하다 2 26 38.2 38.2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1761 이름, 정체성, 국적을 가질 권리-임의적 국적 거부로 보호받을 권리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9 72.1 72.1

비교적 적절하다 2 18 26.5 26.5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1762 이름, 정체성, 국적을 가질 권리-정체성 보호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3 63.2 63.2

비교적 적절하다 2 22 32.4 32.4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3 4.4 4.4

68 100.0 100.0

a1771 참정권-투표 및 선출될 권리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1 75.0 75.0

비교적 적절하다 2 16 23.5 23.5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정체성, 국적을 가질 권리-임의적 국적 거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정체성, 국적을 가질 권리-정체성 보호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정권-투표 및 선출될 권리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제받을 권리-불처벌 (Imp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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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772 참정권-공공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2 76.5 76.5

비교적 적절하다 2 14 20.6 20.6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a1781 결혼권/가족권-결혼 및 가족 구성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2 61.8 61.8

비교적 적절하다 2 25 36.8 36.8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1782 결혼권/가족권-배우자 사이의 평등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2 61.8 61.8

비교적 적절하다 2 23 33.8 33.8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3 4.4 4.4

68 100.0 100.0

a1783 결혼권/가족권-가족 보호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2 61.8 61.8

비교적 적절하다 2 22 32.4 32.4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4 5.9 5.9

68 100.0 100.0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권/가족권-가족 보호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정권-공공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권/가족권-결혼 및 가족 구성권

문17.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권/가족권-배우자 사이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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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1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의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신체권 1 15 22.1 22.1

자유 및 안보권 2 7 10.3 10.3

기본적 자유 3 13 19.1 19.1

정의로운 행정 4 16 23.5 23.5

구제받을 권리 5 3 4.4 4.4

이름, 정체성, 국적을 가질 권리 6 6 8.8 8.8

참정권 7 2 2.9 2.9

결혼권/가족권 8 6 8.8 8.8

68 100.0 100.0

a1811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의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1: 이유

==> 데이터 참조

a1812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의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1: 이유

==> 데이터 참조

a182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의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신체권 1 3 4.4 13.6

자유 및 안보권 2 1 1.5 4.5

기본적 자유 3 5 7.4 22.7

정의로운 행정 4 4 5.9 18.2

구제받을 권리 5 1 1.5 4.5

문18.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중분류의 하위지표로서 세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 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문18.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중분류의 하위지표로서 세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 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이유

문18.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중분류의 하위지표로서 세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 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이유

문18.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중분류의 하위지표로서 세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 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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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체성, 국적을 가질 권리 6 3 4.4 13.6

참정권 7 4 5.9 18.2

결혼권/가족권 8 1 1.5 4.5

없음(시스템 결측값) 46 67.6

68 100.0 100.0

a1821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의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2: 이유

==> 데이터 참조

a1822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의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2: 이유

==> 데이터 참조

a19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3 77.9 77.9

비교적 적절하다 2 13 19.1 19.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a19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노동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60 88.2 88.2

비교적 적절하다 2 7 10.3 10.3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문18.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중분류의 하위지표로서 세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 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이유

문1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
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1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
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동권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18.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중분류의 하위지표로서 세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 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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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9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건강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60 88.2 88.2

비교적 적절하다 2 8 11.8 11.8

68 100.0 100.0

a19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교육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9 86.8 86.8

비교적 적절하다 2 8 11.8 11.8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19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재무신용 권리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33 48.5 48.5

비교적 적절하다 2 32 47.1 47.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3 4.4 4.4

68 100.0 100.0

a196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문화적 권리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8 70.6 70.6

비교적 적절하다 2 20 29.4 29.4

68 100.0 100.0

문1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
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화적 권리

문1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
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건강권

문1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
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육권

문1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항목들이 하위지표
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재무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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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1 경제,사회,문화적 영역의 중분류에 추가할 항목1

==> 데이터 참조

a2011 경제,사회,문화적 영역의 중분류에 추가할 항목1: 이유

==> 데이터 참조

a202 경제,사회,문화적 영역의 중분류에 추가할 항목2

==> 데이터 참조

a2021 경제,사회,문화적 영역의 중분류에 추가할 항목2: 이유

==> 데이터 참조

a211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식량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2 76.5 76.5

비교적 적절하다 2 15 22.1 22.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문20. 경제/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의 하위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문20. 경제/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의 하위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이유

문20. 경제/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의 하위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

문20. 경제/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의 하위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이유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식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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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1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적절한 주거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7 83.8 83.8

비교적 적절하다 2 10 14.7 14.7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211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4 79.4 79.4

비교적 적절하다 2 13 19.1 19.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211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빈곤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0 73.5 73.5

비교적 적절하다 2 15 22.1 22.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3 4.4 4.4

68 100.0 100.0

a211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1 75.0 75.0

비교적 적절하다 2 15 22.1 22.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적절한 주거권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권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빈곤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30



A1-2015-0042
인권통계 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2015 : 1차

a2121 노동권-일할 권리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7 83.8 83.8

비교적 적절하다 2 9 13.2 13.2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a2122 노동권-작업환경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9 86.8 86.8

비교적 적절하다 2 9 13.2 13.2

68 100.0 100.0

a2123 노동권-Trade Union Rights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0 73.5 73.5

비교적 적절하다 2 16 23.5 23.5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a2131 건강권-건강 서비스 접근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7 83.8 83.8

비교적 적절하다 2 11 16.2 16.2

68 100.0 100.0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권-Trade Union Rights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권-건강 서비스 접근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권-일할 권리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권-작업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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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32 건강권-아동 및 모성 건강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7 83.8 83.8

비교적 적절하다 2 11 16.2 16.2

68 100.0 100.0

a2133 건강권-건강 제한 조건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3 63.2 63.2

비교적 적절하다 2 22 32.4 32.4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3 4.4 4.4

68 100.0 100.0

a2134 건강권-기대 수명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39 57.4 57.4

비교적 적절하다 2 26 38.2 38.2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3 4.4 4.4

68 100.0 100.0

a2135 건강권-정신 건강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9 72.1 72.1

비교적 적절하다 2 17 25.0 25.0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권-아동 및 모성 건강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권-건강 제한 조건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권-기대 수명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권-정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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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36 건강권-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4 79.4 79.4

비교적 적절하다 2 13 19.1 19.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2141 교육권-교육 보조 접근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3 63.2 63.2

비교적 적절하다 2 24 35.3 35.3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2142 교육권-교육 성과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32 47.1 47.1

비교적 적절하다 2 30 44.1 44.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6 8.8 8.8

68 100.0 100.0

a2143 교육권-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등록률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35 51.5 51.5

비교적 적절하다 2 27 39.7 39.7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6 8.8 8.8

68 100.0 100.0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권-건강 서비스에서의 차별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권-교육 보조 접근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권-교육 성과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권-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등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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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44 교육권-중퇴율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37 54.4 54.4

비교적 적절하다 2 29 42.6 42.6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a2145 교육권-문해율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0 58.8 58.8

비교적 적절하다 2 26 38.2 38.2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a2146 교육권-교육에서의 차별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7 83.8 83.8

비교적 적절하다 2 10 14.7 14.7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권-교육에서의 차별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권-중퇴율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권-문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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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51 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재무신용 권리-재산 및 상속와 관련되 권리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35 51.5 51.5

비교적 적절하다 2 26 38.2 38.2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7 10.3 10.3

68 100.0 100.0

a215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33 48.5 48.5

비교적 적절하다 2 30 44.1 44.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5 7.4 7.4

68 100.0 100.0

a2161 문화적 권리-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9 72.1 72.1

비교적 적절하다 2 18 26.5 26.5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재무신용(Financial Credit)권리-재산 및 상속과 관련된 권리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재무신용(Financial Credit)권리-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취득명령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적 권리-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소유권 보호의 권리 및 재무신용 권리-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취득명령, 축출, 재정책 하위지
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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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62 문화적 권리-문화의 보존, 발전, 확산과 관련된 권리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6 67.6 67.6

비교적 적절하다 2 21 30.9 30.9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2163 문화적 권리-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3 63.2 63.2

비교적 적절하다 2 23 33.8 33.8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a2164 문화적 권리-지적재산권의 보호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37 54.4 54.4

비교적 적절하다 2 27 39.7 39.7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4 5.9 5.9

68 100.0 100.0

a22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신체권 1 22 32.4 32.4

자유 및 안보권 2 17 25.0 25.0

기본적 자유 3 6 8.8 8.8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적 권리-지적재산권의 보호

문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세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
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적 권리-문화의 보존, 발전, 확산과 관련된 권리

문21.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각 중분류의 하위지표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적 권리-과학의 발전을 향유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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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행정 4 16 23.5 23.5

구제받을 권리 5 1 1.5 1.5

이름, 정체성, 국적을 가질 권리 6 6 8.8 8.8

68 100.0 100.0

a221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1: 이유

==> 데이터 참조

a22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1: 이유

==> 데이터 참조

a2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신체권 1 4 5.9 21.1

자유 및 안보권 2 2 2.9 10.5

기본적 자유 3 5 7.4 26.3

정의로운 행정 4 4 5.9 21.1

이름, 정체성, 국적을 가질 권리 6 4 5.9 21.1

없음(시스템 결측값) 49 72.1

68 100.0 100.0

a222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2: 이유

==> 데이터 참조

a22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2: 이유

==> 데이터 참조

문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세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
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이유

문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세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
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이유

문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세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
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이유

문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세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
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

문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세분류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
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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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1 집단 권리-여성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9 72.1 72.1

비교적 적절하다 2 18 26.5 26.5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232 집단 권리-아동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6 82.4 82.4

비교적 적절하다 2 11 16.2 16.2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233 집단 권리-장애인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8 85.3 85.3

비교적 적절하다 2 9 13.2 13.2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문23. 차별금지 이외에 별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집단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집단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성

문23. 차별금지 이외에 별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집단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집단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동

문23. 차별금지 이외에 별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집단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집단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애인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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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4 집단 권리-소수자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8 70.6 70.6

비교적 적절하다 2 16 23.5 23.5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4 5.9 5.9

68 100.0 100.0

a235 집단 권리-이주민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5 80.9 80.9

비교적 적절하다 2 12 17.6 17.6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236 집단 권리-난민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1 75.0 75.0

비교적 적절하다 2 16 23.5 23.5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237 집단 권리-인권활동가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22 32.4 32.4

비교적 적절하다 2 31 45.6 45.6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5 22.1 22.1

68 100.0 100.0

문23. 차별금지 이외에 별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집단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집단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난민

문23. 차별금지 이외에 별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집단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집단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권활동가

문23. 차별금지 이외에 별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집단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집단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타 소수자(성 소수자 등)

문23. 차별금지 이외에 별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집단을 아래와 같이 중분류할 경우
각 집단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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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1 차별금지 이외에 권리보호 대상으로 추가할 집단1

==> 데이터 참조

a2411 차별금지 이외에 권리보호 대상으로 추가할 집단1: 이유

==> 데이터 참조

a242 차별금지 이외에 권리보호 대상으로 추가할 집단2

==> 데이터 참조

a2421 차별금지 이외에 권리보호 대상으로 추가할 집단2: 이유

==> 데이터 참조

a2511 여성-교육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5 66.2 66.2

비교적 적절하다 2 20 29.4 29.4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3 4.4 4.4

68 100.0 100.0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

문24. 차별금지 이외에 별도의 권리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집단으로서 추가되어야 할 집
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문24. 차별금지 이외에 별도의 권리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집단으로서 추가되어야 할 집
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이유

문24. 차별금지 이외에 별도의 권리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집단으로서 추가되어야 할 집
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

문24. 차별금지 이외에 별도의 권리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집단으로서 추가되어야 할 집
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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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12 여성-고용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4 79.4 79.4

비교적 적절하다 2 13 19.1 19.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2513 여성-경제적 웰빙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28 41.2 41.2

비교적 적절하다 2 33 48.5 48.5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7 10.3 10.3

68 100.0 100.0

a2514 여성-주거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1 60.3 60.3

비교적 적절하다 2 23 33.8 33.8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4 5.9 5.9

68 100.0 100.0

a2515 여성-건강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4 64.7 64.7

비교적 적절하다 2 21 30.9 30.9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3 4.4 4.4

68 100.0 100.0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고용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경제적 웰빙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주거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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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16 여성-정의와 안전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6 67.6 67.6

비교적 적절하다 2 17 25.0 25.0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5 7.4 7.4

68 100.0 100.0

a2517 여성-정치 참여와 사회 통합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0 73.5 73.5

비교적 적절하다 2 15 22.1 22.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3 4.4 4.4

68 100.0 100.0

a2521 아동-정의, 일반 원칙, 보호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3 77.9 77.9

비교적 적절하다 2 13 19.1 19.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a2522 아동-가정 환경과 대안적 돌봄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4 79.4 79.4

비교적 적절하다 2 12 17.6 17.6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치참여와 사회통합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아동권리의 일반 원칙, 보호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가정 환경과 대안적 돌봄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의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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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23 아동-착취로부터의 보호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4 79.4 79.4

비교적 적절하다 2 13 19.1 19.1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2524 아동-청소년 사법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5 66.2 66.2

비교적 적절하다 2 22 32.4 32.4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2525 아동-정의, 일반 원칙, 보호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2 61.8 61.8

비교적 적절하다 2 22 32.4 32.4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4 5.9 5.9

68 100.0 100.0

a2531 장애인-장애인 권리의 일반 원칙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4 79.4 79.4

비교적 적절하다 2 12 17.6 17.6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장애인 권리의 일반 원칙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착취로부터의 보호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 사법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무력 분쟁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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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32 장애인-접근성, 이동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5 80.9 80.9

비교적 적절하다 2 12 17.6 17.6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2533 장애인-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보호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7 83.8 83.8

비교적 적절하다 2 10 14.7 14.7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2534 장애인-독립 및 포용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1 75.0 75.0

비교적 적절하다 2 16 23.5 23.5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2535 장애인-위험 상황에서의 보호와 안전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6 82.4 82.4

비교적 적절하다 2 11 16.2 16.2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접근성, 이동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보호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독립 및 포용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위험 상황에서의 보호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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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36 장애인-레크리에이션,여가,스포츠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4 64.7 64.7

비교적 적절하다 2 22 32.4 32.4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a2610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여성 1 24 35.3 35.3

아동 2 22 32.4 32.4

장애인 3 22 32.4 32.4

68 100.0 100.0

a261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1: 이유

==> 데이터 참조

a2611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1: 이유

==> 데이터 참조

a2620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여성 1 2 2.9 9.5

아동 2 12 17.6 57.1

문26.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에서 세분류 항목으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요소들
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문26.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에서 세분류 항목으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요소들
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이유

문26.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에서 세분류 항목으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요소들
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이유

문26.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에서 세분류 항목으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요소들
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

문25. 다음의 세분류 항목들이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영역에서 하위지표로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레크리에이션, 여가,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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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 7 10.3 33.3

없음(시스템 결측값) 47 69.1

68 100.0 100.0

a262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2: 이유

==> 데이터 참조

a2621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 세분류에 추가할 항목2: 이유

==> 데이터 참조

a2711 이유 소수자(성 소수자 등)의 하위지표에 포함될 권리 내용1

==> 데이터 참조

a2712 이유 소수자(성 소수자 등)의 하위지표에 포함될 권리 내용2

==> 데이터 참조

a2721 이주민의 하위지표에 포함될 권리 내용1

==> 데이터 참조

문27. 기타 소수자(성 소수자 등), 이주민, 난민, 인권활동가의 집단 권리를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집단 권리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타 소수자(성 소수자 등)-1순위

문27. 기타 소수자(성 소수자 등), 이주민, 난민, 인권활동가의 집단 권리를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집단 권리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타 소수자(성 소수자 등)-2순위

문27. 기타 소수자(성 소수자 등), 이주민, 난민, 인권활동가의 집단 권리를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집단 권리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주민-1순위

문26.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에서 세분류 항목으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요소들
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이유

문26. 여성, 아동, 장애인의 집단 권리에서 세분류 항목으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요소들
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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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722 이주민의 하위지표에 포함될 권리 내용2

==> 데이터 참조

a2731 난민의 하위지표에 포함될 권리 내용1

a2732 난민의 하위지표에 포함될 권리 내용2

==> 데이터 참조

a2741 인권활동가의 하위지표에 포함될 권리 내용1

==> 데이터 참조

a2742 인권활동가의 하위지표에 포함될 권리 내용2

==> 데이터 참조

문27. 기타 소수자(성 소수자 등), 이주민, 난민, 인권활동가의 집단 권리를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집단 권리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권활동가-1순위

문27. 기타 소수자(성 소수자 등), 이주민, 난민, 인권활동가의 집단 권리를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집단 권리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권활동가-2순위

문27. 기타 소수자(성 소수자 등), 이주민, 난민, 인권활동가의 집단 권리를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집단 권리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주민-2순위

문27. 기타 소수자(성 소수자 등), 이주민, 난민, 인권활동가의 집단 권리를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집단 권리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난민-1순위

문27. 기타 소수자(성 소수자 등), 이주민, 난민, 인권활동가의 집단 권리를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집단 권리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난민-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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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11 시민, 정치적 권리-인권과 반테러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39 57.4 57.4

비교적 적절하다 2 26 38.2 38.2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3 4.4 4.4

68 100.0 100.0

a2812 시민, 정치적 권리-국제 인도적 법률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2 61.8 61.8

비교적 적절하다 2 24 35.3 35.3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a2813 시민, 정치적 권리-정보인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6 82.4 82.4

비교적 적절하다 2 10 14.7 14.7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2 2.9 2.9

68 100.0 100.0

문28.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인권항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정치적 권리-인권과 반테러

문28.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인권항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정치적 권리-국제 인도적 법률

문28.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인권항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정치적 권리-정보인권

3. 새로운 쟁점과 관련된 인권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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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2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비즈니스와 인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41 60.3 60.3

비교적 적절하다 2 26 38.2 38.2

전혀 적절하지 않다 3 1 1.5 1.5

68 100.0 100.0

a28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환경권 하위지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적절하다 1 58 85.3 85.3

비교적 적절하다 2 10 14.7 14.7

68 100.0 100.0

a291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으로 추가될 사항1

==> 데이터 참조

a2911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으로 추가될 사항1: 이유

==> 데이터 참조

a292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으로 추가될 사항2

==> 데이터 참조

a2921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으로 추가될 사항2: 이유

==> 데이터 참조

문28.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인권항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환경권

문29. 문28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으로서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문29. 문28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으로서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이유

문29. 문28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으로서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

문29. 문28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으로서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이유

문28.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인권항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비즈니스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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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1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표출, 반영하는 인권 포함 내용1

==> 데이터 참조

a3011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표출, 반영하는 인권 포함 내용1: 이유

==> 데이터 참조

a302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표출, 반영하는 인권 포함 내용2

==> 데이터 참조

a3021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표출, 반영하는 인권 포함 내용2: 이유

==> 데이터 참조

문30.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표출, 반영하는 인권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이유

문30.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표출, 반영하는 인권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

문30.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표출, 반영하는 인권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순위-이유

문30.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표출, 반영하는 인권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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