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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권의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1)
김 자 영(성신여자대학교 강사)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권리들
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은 오늘날 시민교육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이며, 인권교육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영역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인권교육의 내
용과 방법을 고민하기에 앞서 인권교육의 목표인 인권의식이 무엇이고,
어떤 요인의 영향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권의식을 유형화하고, 인권의식의 영향 요인
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청소년 인권의식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무관심형이 가장
많았고, 수호자형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에서 무
관심형이 고르게 많았고, 수호자형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비중이 높아
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행동의사가 낮은 유형들(관망형, 무기
력형, 무감각형) 역시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각 유
형별로 연령, 학교문화, 자아존중감, 인권침해경험 등이 서로 다르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이 청소년의 인권
의식 함양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이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인권의식, 인권의식의 유형, 인권의식의 영향요인, 인권교육
1) 본 연구는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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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화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통해 정
치의식이 크게 성장하면서,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질서로부터 시민적
권리와 의무가 강조되는 시민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
다. 그 가운데 인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 역시 상당부분 성과를 이루어 인권과 관련된 기구,
단체 또한 급증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
고 인권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
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1997)와 여성부(2001)의 신설도 궁극적으로 우
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
한 움직임들은 모두 다양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성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설규주, 2005, p.28).
그러나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차원에서의 성장이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성공적 안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인
권 침해의 문제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맡는데, 이
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보다는 사후에 구제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
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한 인권 보호는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보호를 당연하게 여기고 인권 침해 상
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실현하려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의식 형성을 통한 인권 보호는 소수의 사람들이 인권 보
호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사회 구성원 모두
가 인권의 가치에 동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때 의미를 갖기 때문이
다. 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몇몇의 사람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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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인권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는 궁극적으로 인권의식
을 가진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의 문제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가치나 규범을 사회전체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가치를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화하여 내면화하고, 사
회 전체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 영역에서 인권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인권교육 실시
의 당위성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왔다.
반면, 인권교육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어떻게 인권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는지, 이들이 바람직한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인권교육
이 그 대상인 청소년의 실태에 기반하여 교육을 받는 청소년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 이해한 상태에서 인권교육의 지향점을 설정한
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청소년
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는 그야말로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연
구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다(이재연ㆍ강성희, 1997; 이재연ㆍ이소라,
1998; 이수연ㆍ문용우, 2002; 이용교, 2004; 이용교, 2005; 이상희, 2006;
김혜온, 2007; 박병금ㆍ유은선, 2011 등). 청소년을 성인과는 다른 특수
한 위치에 놓인 존재로 상정하고 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의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했을 뿐, 시민으로서 가
지는 인권 전반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선행 연구
들은 권리의 실태를 조사하는데 집중하였고, 인권의식이 연령이나 교
육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유형화하여 제시한 후, 그
현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청소년의 인권의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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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인
권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권의식의 개념과 내용
1) 인권과 인권의식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생
래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권리로,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이다. 근본적 도
덕적 권리라는 말은 인권이 ‘각 개인이 기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당한 청구권(everyone’s minimum reasonable
demands upon the rest of humanity)’임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대상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타 모든 권리들을 실제로 향
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기타
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는 권리들이라고 할 수 있다(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2007, pp.80-81).
그런데 이러한 인권의 내용은 완성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국제사회의 합의를 통해 구성되고, 확장되어 온 것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인권 개념의 발전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초기의 인권개
념은 국가의 부당한 개인 권리 침해에 대항한다는 차원에서 형성되었
다(탄압 패러다임).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해 개인의 자
유를 보장하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가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이때에는
국가가 개입을 적게 하면서 최저한의 법적 보장만 충족시키는 것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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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무가 된다. 국가가 최소한의 간섭을 통해
개인의 소유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평가되는 것
이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개인이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리
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서 인권 개념이
변화하였다(웰빙 패러다임). 변화한 인권 개념에서는 경제적ㆍ사회적ㆍ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강조한다.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
기 위해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국가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조효제, 2007,
pp.94-95).
이처럼 인권의 개념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점차 확장되어 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존중하고 존중받을 권리의 목록이 점차 늘어났음
을 의미한다. 더욱이 오늘날 인권은 국가 단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의미를 갖는 개념이 되었다. 인권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인권이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
다. 또한 우리에게 부여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
호하려는 자세가 더욱 중요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인
권에 대해 이해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실천으로 옮길 것
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권의식 함양의 중요성은 인권교육에 대한 강력한 요청
으로 이어져,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에 모든 국가의 국민들과 국가들
이 모든 수준의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의식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을 권장한 이래, 이후 인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권과 관련된 지식이다. 여기에는 인권의 개
념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권을 보호받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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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기관 등에 대한 인지가 포함된다. 두 번째는 인권에 대한
감정이다. 여기에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의 자각과 공감, 존중 등이 포
함된다. 세 번째는 이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행동의지이다. 이는 인
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의향이다. 인권교육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삶 속에서 참여와 행동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인권교육의 목적을 토대로 볼 때, 인권의식은 교육을 통해 위의
요소들을 내재화하고, 참여와 행동으로 표출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
다. 즉, 인권의식은 자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된 인권에 대
해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옹
호하려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인권의식의 구성요소
인권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도덕성을 토대로 한 경우가 많은데, 특
히 도덕성의 4구성요소 모형을 제안한 Rest의 모형이 이론적 기초로
많이 활용된다.2) 문용린 등(2002)은 Rest의 접근을 토대로 하여 인권
의식을 설명한다. 한 사람이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심리적 과정 요소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인권감수성으로, 이는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두 번째는 인권에 대한 판단력으로, 어떤 행동이 인권
과 관련하여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인권에 대
한 동기화이다. 이는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인권이라는 가치를 우선시
하는 과정이다. 네 번째는 인권 행동 실천력으로, 인권옹호 행동을 끝
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실행과정을 말한다.
Rest의 분류를 토대로 한 이러한 논의는 인권의식의 영역을 확장
2) Rest(1983)는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덕 민감성, 도덕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
덕적 품성이라는 4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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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인권옹호적 행동에 대한 설명을 정교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Rest의 4구성요소이론을 반영한 인권의식은 개인의 심리적 과정
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행동과 연계되는 실천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
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네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동일한 차원에서 인
권의식의 구성요소로 두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
다. 개인의 자아강도, 인내심과 같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까지도 인권의
식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권의식
을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권의식의 본질적인 요소와 인
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적인 요소를 분리해서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활용한 실증적 연구들은(문용린 외, 2002; 문
미희, 2004; 문미희, 2006; 이상희, 2007) 구성요소 중 일부에 집중하여
다룰 뿐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해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인권의식을 종합
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통합적 접근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덕성을 태도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도덕적 앎,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으로 나눈 Lickona의 논
의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Lickona(1991)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을 주
장하면서 도덕성을 인지적 도덕성(앎), 정의적 도덕성(감정), 행동적 도
덕성(행동)으로 나누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3가지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어 궁극적으로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Lickona가 제안
한 앎, 감정, 행동의 3요소는 태도 3구성요소 논의가 도덕성의 영역에
적용된 것이다.
태도의 3구성요소 모형은 Allport가 제안한 것으로, 태도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지적 요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이나 지식, 관념, 이해,

- 11 -

시민청소년학연구, 제3권 제1호(2012.6)

판단을 포괄적으로 칭하는 것이다. 인지적 요인은 특정의 태도 대상에
관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사고들, 즉 대상에 관한 사실들, 지식들
및 신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정서적 요인은 대상에 대한 사람의
모든 감정들이나 정서들, 특히 평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정서적 요
인은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 좋아하는 혹은 싫어
하는 감정을 의미한다. 한편, 행동적 요인은 대상에 대한 특정한 행동
을 하려는 경향이나 의도를 뜻하는 것으로, 대상에 대한 사람의 반응
준비성이나 행동 경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홍대식, 1994, p.185).
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3구성요소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인권의
식의 3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표 1> 인권의식의 3요소
영역

요소

세부내용

앎

인권판단력

- 인권과 관련된 지식
- 인권의 옳음에 대한 신념

감정

인권감수성

- 인권 침해 상황 속의 타인에 대한 공감
-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정서

행동

인권행동의사

- 개인적 차원의 행동의사
- 집단적 차원의 행동의사

인권적 앎의 영역에 해당하는 인권판단력3)은 기본적 인권 개념과
내용에 근거해 인권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사고능력을 의미한다.
Starkey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인권
이 비로소 권리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Starkey, 1994). 인권에 기
초해 어떤 행위의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보호하
3) 박상준(2010)은 인권 판단과 법적 추론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첫째, 추론이나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문제의 성격이 다르고, 둘째, 추론이나 판단의 내용이 다르며, 셋째, 추론
이나 판단의 근거가 다르다는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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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법과 제도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이 인권 침해 상황인지 모른다면, 그 이후의 판단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권과 관련된 문제 상황이라고 파악된다면 해
당 상황에서 인권의 옳음, 정당함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
어야 한다.
인권감수성은 인권 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
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
른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 보며, 그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을
말한다. 인권 선언들이 제시하는 원칙을 분명히 알고 옳은 판단을 하
더라도, 자아 존중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점
에서(Pettman, 1984, p.184), 인권감수성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인권
감수성은 크게 인권 침해 상황 속에 놓인 타인의 입장에 서 보는 공감
과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자신의 느낌인 정서로 구성된다.
인권행동의사는 인권적 문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에 참여하려는 의지이다.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참여
함으로써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
의사는 하고자 하는 행동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얼마나 타인과 연계된
것인지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행동의사와 집단적 차원의 행동의사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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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의식의 유형과 영향 요인
1) 인권의식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대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영역별 내용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인권의식을 유형화 하였다. 즉 세
영역별 내용 수준을 높음과 낮음으로 구분한 후, 인권의식을 그 조합
에 따라 모두 8개의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각 유형의 명칭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표 2> 인권의식의 유형 구분
인권판단력

구분

높음

인권행동의사
인권
감수성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수호자형

관망형

온정형

무기력형

낮음

원칙형

무감각형

맹목형

무관심형

첫째, 수호자형은 인권판단력과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사 모두
높은 유형이다. 이 유형은 가장 바람직한 인권의식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의 우선성과 인권의 내용, 옳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
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분노하며, 인권 침해 상황을 적극
적으로 해결할 의지 역시 가지고 있다.
둘째, 관망형은 인권판단력과 인권감수성은 높으나 인권행동의사
가 낮은 유형이다. 이 유형은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감하기도 하지만, 적극
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부족하다. 굳이 자신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대응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권 옹호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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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온정형은 인권감수성과 인권행동의사는 높으나 인권판단력
이 부족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슬픔이나 분노
를 느끼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향을 보이지만, 인권에 대한 이해는 부족
하다. 따라서 이 유형은 인권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기
보다는 동정심이나 연민으로 인권 옹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인권 침
해의 가해자에게 공감하는 반대의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
넷째, 무기력형은 인권감수성은 높으나 인권판단력과 인권행동의
사가 낮은 유형이다. 인권 침해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느
끼나 이것이 적극적인 인권 옹호 행동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인권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보다는 상황에 대한 공감으로 판단하며, 공
감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에서 그칠 뿐 이것이 나의 행동으
로 변화될 수 있는 나와 관련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인권에
대한 정당화 없이 정서에만 초점을 맞춘 인권교육은 자칫하면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그치는 무기력형을 길러낼 우려가 있다.
다섯째, 원칙형은 인권판단력과 인권행동의사는 높으나 인권감수
성이 부족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인권 침해 상황의 피해자에게 크게
연민을 느끼지는 못하나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권 침해 상황이
고, 이를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유형이다.
여섯째, 무감각형은 인권판단력은 크나 인권감수성과 인권행동의사
가 낮은 유형이다. 이 유형은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라 판단하나, 피해자에게 연민을 느끼지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
해야 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옳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인권 옹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유형이다. 인지적 접근의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에 대한 지식을 기르는데만 치중할 경우, 문
제 상황을 판단하는 것에서 그치는 무감각형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일곱째, 맹목형은 인권행동의사는 강하나 인권판단력과 인권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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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인권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나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 없이 행동하려는 마음만 앞선다. 인권에 대한 이해
나 상황에 대한 감정적 평가 없이 일단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여덟째, 무관심형은 인권판단력과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사 모두
부족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인권의식이 총체적으로 낮다. 인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특별히 민감하지도 않으며,
상황을 개선하거나 해결하려는 생각 역시 없다. 인권에 대한 무관심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사회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 인권의 중요성에 대
한 무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2) 인권의식의 영향요인
그렇다면, 인권의식은 어떤 요소들의 영향으로 형성되고, 변화하
는 것일까?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는 없지만, 몇몇 연구들은 인권
의식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단초를 제시한다.
인권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가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
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인지발달론에 기반한 연령이다. 인
권이라는 개념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아동기 후반 즉, 초등
고학년부터 단순하게나마 인지가 나타난다고 평가한다(Zellman & Sears,
1971; Wade, 1994; Torney & Brice, 1982). Branson과 Torney-Purta(1982)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인권과 관련된 개인적인 상황이나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태도 발달이 어느 정도 가능한 시기라고 보았다. 아동을
대상으로 인권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한 Wade(1994)는 아동
들이 ‘인권’ 개념을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것’으로, 다시 ‘보호적인 면으로서의 권리’로 인권 내용에 대한
인식을 분화발달시켜 간다고 보고, 9~11세의 아동들의 인권 개념을 분
석하였는데, 주로 인권을 ‘자유로움’과 연관짓는 인권에 대한 초기적 인
식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승미(1999)가 연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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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른 인권의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
상으로 인권의식의 발달을 검사한 결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의
식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권의식 수준별로 인
권문제에 대한 찬-반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이 외에도 Getz(1985)는 인권에 대한 태도와 도덕추론능력, 종교
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도덕추론 수준과 인권 옹호 태도가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Davidson과 Davidson(1994) 역시 도
덕발달론에 기초해 편견의 변화 과정을 연구한 결과, 도덕추론능력이
발달하면서 아동의 편견은 감소하고 그 반대인 인간 존중감은 더 발달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연령 이외에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로는 자아존
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문화(교실문화), 인권교육 경험, 인권침해
경험 등이 있다.
Zellman과 Sears(1971)는 자아존중감이 타인의 권리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분명한 자기 확신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질집단의 장점을 더 보려하게 되고, 이것이 타인의 인권을 존
중하는 태도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김혜정(2002) 역시 인권옹호적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인권 옹
호적 태도를 갖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수연과 문용우(2002)도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과 권리인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권리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이 접하는 환경의 영향을 검증한 연구로는 가정과 학교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 가정과 관련하여 박봉규(2007)는 부모의 양
육태도가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에서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인권에 대한 권리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일상
생활에서 부모의 간섭과 금지, 통제가 적을수록 자신의 인권에 대한
권리성을 높게 인식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학교와 관련하

- 17 -

시민청소년학연구, 제3권 제1호(2012.6)

여 김영신(2010)은 교실문화가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
데, 친인권적 교실문화가 정서적 태도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친인권적 교실문화와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함
께 주어지면 인권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가 함께 향상된다
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과 학교 등 청소년이 일
상적인 생활을 하는 환경이 얼마나 친인권적인가가 인권의식에 큰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인권교육이 인권의식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승미(2000), 이상희(2007), 김영로(2008)는 인권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인권교육이 인권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박정선(2007) 역시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인권태도에 긍정적 영
향을 준다고 보고하여 인권교육을 통한 지식과 이해 증진이 효과가 있
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권과 관련된 경험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연구도 있
다. Dunbar와 동료들(2004)은 인권 침해 관련 경험이 인권태도에 영향
을 준다고 밝혔고, 류지헌과 허창영(2008)은 인권과 관련된 참여활동이
인권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인권의식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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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그리고 인권의식의 형성과 변화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학교급별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 대
상을 선정하였으며, 또한 성별 차이의 영향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
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총 4개 집단이다. 인지발달론에 기
반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11세를 전후로 도덕성의 질적 변화가 나타난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연구 대
상에 포함시켰다.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학생들에게 타당한 설문의 형태를 고안
하기 위하여 본설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두 차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연구에 활용될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인권의식에 대한
문항들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양한 연령
대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5점척도로 표시하도록 구성하였고, 독립변
인과 통제변인을 묻는 문항들 역시 가급적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풀어서 서술하였다.
설문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
학교 1학년 등 4개 학년별로 260명씩 총 1,040명을 선정하였고, 각 학
년 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슷하게 배치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중
978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4.0%), 응답이 불성실한 22부를 제외한
956부가 실제 분석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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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변인
1)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식을 인권판단력,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사
등 세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다. 인권판단력은 인권문제에 대한
추론 능력을 의미하고, 인권감수성은 상황과 타인의 복지 그리고 행동
결과에 대한 민감도를 의미하며, 인권행동의사는 인권 문제가 내포된
상황에서 행동으로 옮길 적극성과 연대성 등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첫째, 인권판단력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 상황
속 등장 인물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그러한 권
리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였다. 둘째, 인권감수
성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 상황 속 등장 인물에게 얼마나 공
감하는지,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는지를 측정하였다.
셋째, 인권행동의사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거
나 개선하려는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2)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인권의식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로 연령, 자아존중감, 학교문화, 부모님
양육태도, 인권교육 경험, 인권침해 경험을 선정하였다. 또한, 통제 변
인으로는 성별, 성적, 가정환경(주관적 계층인식), 학급 임원 경험을
고려하였다.4)
4) 성별의 경우, 그 영향력에 대해 선행 연구에 따라 의견이 불일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을
참조하여 선택하였다. 성적은 성적이 높은 학생이 성적이 낮은 학생보다 인권에 대한 지식이
높고, 인권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제변인에 포
함하였다. 가정환경(주관적 계층인식)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SES)가 높은 학생들이 더
관용적인 성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것이다. 학급 임원 경험을 통제 변인으로
포함한 것은 학생회나 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공동체 의식과 관용성, 효능감 등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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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한글판)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 처리되었다.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청소년의 인권의식 유형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다. 인권의식 하위 영역별로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
을 나누어 총 8가지의 인권의식 유형별 인원과 비중을 확인하였다. 또
한, 연령별 유형 분포의 차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인권의식 유형별로 독립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여러 독립변인들이
인권의식의 각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
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의식의 유형은 인권의식 점
수와는 달리 명목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통
해서는 여러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2개 이상의 서열이 명확하지 않은 명목변수로 구성되는 종
속변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권의식의 유형에 독립변인들이 미치
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이다.

Ⅳ. 결과 분석
1. 청소년 인권의식의 유형 분포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인권판
단력,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사 등 하위 영역의 높고 낮음에 따라 8가
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각 영역별 평균값을 기준
으로 높고 낮음을 나누어 유형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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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권의식의 유형 분포
인권판단력

구분

높음

인권행동의사

낮음

합계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수호자형
228
(23.8)

관망형
91
(9.5)

온정형
74
(7.7)

무기력형
89
(9.3)

482
(50.4)

낮음

원칙형
62
(6.5)

무감각형
62
(6.5)

맹목형
90
(9.4)

무관심형
260
(27.2)

474
(49.6)

290
(30.3)

153
(16.0)

164
(17.2)

349
(36.5)

956
(100.
0)

인권
감수성

합계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무관심형으로, 전체 응답자 956
명 중 260명이 해당되어 27.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수
호자형이었고(228명, 23.8%), 관망형(91명, 9.5%), 맹목형(90명, 9.4%), 무
기력형(89명, 9.3%)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한편, 인권의식 유형 분포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
에 따라 청소년 인권의식 유형 분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았다.
<표 4> 연령별 인권의식 유형 분포
학년 초등학교
4학년
39
수호자형
(16.7)
15
관망형
(6.4)
27
온정형
(11.6)
23
무기력형
(9.9)

유형

초등학교
6학년
45
(20.2)
10
(4.5)
15
(6.7)
10
(4.5)

중학교
2학년
72
(29.3)
19
(7.7)
24
(9.8)
27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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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
72
(28.5)
47
(18.6)
8
(3.2)
29
(11.5)

합계
228
91
7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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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초등학교
4학년
22
원칙형
(9.4)
11
무감각형
(4.7)
32
맹목형
(13.7)
64
무관심형
(27.5)
233
합계
(100.0)

유형

초등학교
6학년
21
(9.4)
14
(6.3)
28
(12.6)
80
(35.9)
223
(100.0)

중학교
2학년
15
(6.1)
19
(7.7)
17
(6.9)
53
(21.5)
246
(100.0)

고등학교
1학년
4
(1.6)
18
(7.1)
13
(5.1)
62
(24.5)
253
(100.0)

합계
62
62
90
259
955

수호자형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를 보여(16.7→20.2→29.3→28.5),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같은 연령대에
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되었다. 수호자형과 비교할 때
행동의사가 낮은 유형인 관망형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
데(6.4→4.5→7.7→18.6), 각 연령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호자형보
다 작았지만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서 증가하는 변화
의 기울기가 수호자형보다 급격하게 나타났다. 인권판단력, 인권감수
성, 인권행동의사 모두 낮은 무관심형은 전 연령층에서 20% 이상으로,
고르게 높은 모습을 보였다. 한편, 수호자형보다 인권판단력과 인권행
동의사가 낮은 무기력형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로, 수
호자형보다 인권감수성과 인권행동의사가 낮은 무감각형은 전 연령층
에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집단과 많은 집단을 비교해 보면,
수호자형이 어느 정도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무관심형의 비중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권행동의사가 낮은 관망
형과 무기력형, 무감각형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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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인권의식 유형별 영향 요인 분석
인권의식 유형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가설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Pj : 기준 유형의 확률
Pk : 나머지 유형의 확률
X1 : 연령
X3 : 학교문화
X5 : 인권교육경험

X2 : 자아존중감
X4 : 양육태도
X6 : 인권침해경험

X7 : 성별
X9 : 임원경험
a : 상수

X8 : 성적
X10 : 주관적 계층인식
ei : 오차항

이러한 기본식을 토대로 인권의식 유형 중 수호자형을 기준 유형
으로 상정하면,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회귀 모형은 다시 다음과 같
은 7개로 나뉜다.



ln                                      




ln                                      




ln                                      




ln                                      




ln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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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 : 수호자형이 나타날 확률
P2 : 온정형이 나타날 확률
P4 : 원칙형이 나타날 확률

P1 : 관망형이 나타날 확률
P3 : 무기력형이 나타날 확률
P5 : 무감각형이 나타날 확률

P6 : 맹목형이 나타날 확률
X1 : 연령
X3 : 학교문화

P7 : 무관심형이 나타날 확률
X2 : 자아존중감
X4 : 양육태도

X5 : 인권교육경험
X7 : 성별
X9 : 임원경험

X6 : 인권침해경험
X8 : 성적
X10 : 주관적 계층인식

a : 상수

ei : 오차항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 수호자형을 기준으로 할 때, 각 유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1) 관망형에 대한 영향요인
관망형에 속하는 청소년은 수호자형에 비해 인권행동의사가 낮다.
수호자형에 비해 관망형이 나타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연령, 성적, 임원경험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중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던 연령은, 연령이
높은 사람은 수호자형보다 관망형이 될 가능성이 1.841배(p=.000)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인권의식과 연령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행동의사가 감소하는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성적과 임원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
데, 성적이 높은 사람은 수호자형보다 관망형이 될 가능성이 0.793배
(p=.046)였고, 학급 임원경험이 많은 사람이 수호자형보다 관망형이 될
가능성이 0.688배(p=.039)였다.
5) 인권의식의 유형들 중 무감각형의 경우, 수호자형에 비해 무감각형이 나타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없어 본문에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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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관망형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독
립
변
인
통
제
변
인

절편
연령
자아존중감
학교문화
부모님 양육태도
인권교육 경험
인권침해경험(자신)
인권침해경험(타인)
성별
성적
주관적 계층인식
임원경험

B
1.498
0.610
-0.015
-0.181
-0.115
0.046
-0.248
-0.239
0.007
-0.232
-0.310
-0.374

표준
오차
1.300
0.159
0.179
0.170
0.155
0.116
0.143
0.139
0.262
0.116
0.250
0.181

Wald
1.327
14.744
0.007
1.133
0.553
0.153
3.022
2.932
0.001
3.985
1.544
4.269

기준집단은 수호자형임.
성별 : 여성=0, 남성=1
2 Log Likelihood=3314.002 Model Chi-Square=187.563
Nagelkerke R Square=.190
*: p<.05, **: p<.01, ***: p<.001

유의
Exp(B)
확률
0.249
0.000 *** 1.841
0.931
0.985
0.287
0.834
0.457
0.891
0.695
1.047
0.082
0.780
0.087
0.788
0.978
1.007
0.046 *
0.793
0.214
0.733
0.039 *
0.688

df=77

p=.000

2) 온정형에 대한 영향요인
온정형은 수호자형에 비해 인권판단력이 낮은 유형이다. 수호자형
에 비해 온정형이 나타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령, 주관적 계층인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독립변인 중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이 높은 사람은 수호자형보다 온정형이 될 가능성이 0.664배(p=.013)
이었다. 즉, 연령이 낮은 사람은 수호자형보다 온정형이 될 가능성이
1.506배 높았다. 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판단력이 향상되는 경
향과 관련되어 있으며, 나이 어린 청소년이 보편적 정의의 관점으로
인권 관련 문제를 해석하기보다는 동정이나 연민, 안타까움과 같은 감
정을 토대로 문제에 접근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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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인 중에서는 주관적 계층인식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
는데, 자신의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호자형보다 온
정형이 될 가능성이 0.511배(p=.011) 높았다.
<표 6> 온정형에 대한 영향요인

1.335
-0.409

표준
오차
1.329
0.165

자아존중감

0.052

학교문화
부모님 양육태도
인권교육 경험
인권침해경험(자신)
인권침해경험(타인)
성별
성적
주관적 계층인식
임원경험

-0.016
-0.063
-0.075
0.110
-0.237
-0.093
0.164
-0.672
0.082

구분
절편
연령
독
립
변
인

통
제
변
인

B

1.008
6.126

유의
확률
0.315
0.013 *

0.192

0.075

0.785

1.054

0.183
0.168
0.114
0.145
0.144
0.282
0.120
0.265
0.202

0.007
0.140
0.430
0.578
2.705
0.108
1.874
6.430
0.166

0.931
0.708
0.512
0.447
0.100
0.742
0.171
0.011 *
0.683

0.984
0.939
0.928
1.117
0.789
0.911
1.178
0.511
1.086

Wald

기준집단은 수호자형임.
성별 : 여성=0, 남성=1
2 Log Likelihood=3314.002 Model Chi-Square=187.563
Nagelkerke R Square=.190
*: p<.05, **: p<.01, ***: p<.001

df=77

Exp(B)
0.664

p=.000

3) 무기력형에 대한 영향요인
무기력형에 속하는 청소년은 수호자형에 비해 인권판단력과 인권
행동의사가 낮다. 수호자형에 비해 무기력형이 나타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과 성별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독립변인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채
택되었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수호자형보다 무기력형이 될
가능성이 0.644배(p=.013)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수호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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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무기력형이 될 가능성이 1.553배 높았다.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인권의식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성별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무기력형이 될 가능성이 2.023배(p=.010) 높았다.
<표 7> 무기력형에 대한 영향요인

2.635
0.084

표준
오차
1.265
0.153

자아존중감

-0.440

학교문화
부모님 양육태도
인권교육 경험
인권침해경험(자신)
인권침해경험(타인)
성별
성적
주관적 계층인식
임원경험

-0.170
-0.157
-0.145
-0.190
-0.162
0.705
-0.183
0.186
-0.001

구분
절편
연령
독
립
변
인

통
제
변
인

B

4.342
0.303

유의
확률
0.037
0.582

0.177

6.192

0.013 *

0.644

0.174
0.161
0.115
0.143
0.140
0.273
0.115
0.246
0.180

0.959
0.946
1.595
1.781
1.338
6.663
2.511
0.572
0.000

0.328
0.331
0.207
0.182
0.247
0.010 *
0.113
0.449
0.996

0.844
0.855
0.865
0.827
0.851
2.023
0.833
1.205
0.999

Wald

기준집단은 수호자형임.
성별 : 여성=0, 남성=1
2 Log Likelihood=3314.002 Model Chi-Square=187.563
Nagelkerke R Square=.190
*: p<.05, **: p<.01, ***: p<.001

df=77

Exp(B)
1.088

p=.000

4) 원칙형에 대한 영향요인
원칙형은 수호자형보다 인권감수성이 낮은 집단이다. 수호자형에
비해 원칙형이 나타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
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은 사람은 수호자형보다 원칙형이 될 가능성
이 0.605배(p=.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은 사람은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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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보다 원칙형이 될 가능성이 1.653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인권의식과 연령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판
단력과 인권감수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린 청소
년에게 수호자형보다 원칙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직 인
권감수성이 덜 발달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어린 청소년
들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정서적 지지가 아닌, 도덕적 원칙에
따라 인권 문제를 바라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원칙형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독
립
변
인
통
제
변
인

절편
연령
자아존중감
학교문화
부모님 양육태도
인권교육 경험
인권침해경험(자신)
인권침해경험(타인)
성별
성적
주관적 계층인식
임원경험

표준
오차
1.406
0.178
0.203
0.197
0.180
0.119
0.159
0.153
0.297
0.128
0.281
0.227

B
1.783
-0.502
0.021
-0.045
-0.082
0.036
-0.057
-0.131
0.032
0.108
-0.479
-0.233

Wald
1.608
7.956
0.010
0.051
0.205
0.089
0.130
0.728
0.012
0.712
2.906
1.057

기준집단은 수호자형임.
성별 : 여성=0, 남성=1
2 Log Likelihood=3314.002 Model Chi-Square=187.563
Nagelkerke R Square=.190
*: p<.05, **: p<.01, ***: p<.001

유의
확률
0.205
0.005 **
0.920
0.820
0.651
0.765
0.718
0.393
0.915
0.399
0.088
0.304

df=77

Exp(B)
0.605
1.021
0.956
0.922
1.036
0.944
0.878
1.032
1.114
0.620
0.792

p=.000

5) 맹목형에 대한 영향요인
맹목형은 수호자형에 비해 인권판단력과 인권감수성이 낮다. 수호
자형에 비해 맹목형이 나타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
과, 연령과 타인의 인권 침해 경험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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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높은 사람은 수호자형보다 맹목형이 될 가능성이 0.715배
(p=.034)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낀 적이 많은 사람
은 수호자형보다 맹목형이 될 가능성이 0.740배(p=.0.35)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은 사람은 수호자형보다 맹목형이 될 가능성이 1.399배
높으며, 타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낀 적이 적은 사람이 수호자형
보다 맹목형이 될 가능성이 1.351배 높음을 의미한다.
연령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인권판단력과 인권감수성이 연령이 높
아짐에 따라 발달한다는 인권의식과 연령의 관계 분석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타인의 인권 침해를 많이 느낀다는 것은 인권의 관점에
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맹목형보다 수호자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설
명할 수 있다.
<표 9> 맹목형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독
립
변
인
통
제
변
인

절편
연령
자아존중감
학교문화
부모님 양육태도
인권교육 경험
인권침해경험(자신)
인권침해경험(타인)
성별
성적
주관적 계층인식
임원경험

B
3.664
-0.335
-0.092
-0.259
-0.171
0.046
-0.033
-0.301
0.093
0.080
-0.466
-0.266

표준
오차
1.246
0.158
0.180
0.172
0.161
0.109
0.142
0.143
0.267
0.113
0.251
0.202

Wald
8.653
4.502
0.258
2.282
1.134
0.174
0.055
4.451
0.121
0.494
3.452
1.734

유의
확률
0.003
0.034 *
0.611
0.131
0.287
0.677
0.814
0.035 *
0.728
0.482
0.063
0.188

기준집단은 수호자형임.
성별 : 여성=0, 남성=1
2 Log Likelihood=3314.002 Model Chi-Square=187.563
Nagelkerke R Square=.19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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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77

Exp(B)
0.715
0.912
0.772
0.842
1.047
0.967
0.740
1.097
1.083
0.627
0.767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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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관심형에 대한 영향요인
무관심형은 수호자형에 비해 인권판단력,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
사가 모두 낮은 유형이다. 수호자형에 비해 무관심형이 나타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교문화와 자신 및 타인의 인권
침해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문화가 민주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수호자형보다 무관심형
이 될 가능성이 0.664배(p=.001)였고, 자신의 인권 침해 경험이 많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수호자형보다 무관심형이 될 가능성이 0.754배
(p=.007), 타인의 인권 침해 경험이 많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수호자형
보다 무관심형이 될 가능성이 0.807배(p=.034)로 나타났다.
<표 10> 무관심형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독
립
변
인
통
제
변
인

절편
연령
자아존중감
학교문화
부모님 양육태도
인권교육 경험
인권침해경험(자신)
인권침해경험(타인)
성별
성적
주관적 계층인식
임원경험

B
4.363
-0.056
-0.217
-0.410
-0.081
0.014
-0.283
-0.214
0.166
-0.017
0.097
-0.257

표준
오차
0.937
0.113
0.132
0.127
0.119
0.082
0.104
0.101
0.194
0.083
0.180
0.138

Wald
21.672
0.243
2.699
10.429
0.466
0.031
7.385
4.494
0.736
0.043
0.291
3.496

유의
확률
0.000
0.622
0.100
0.001 **
0.495
0.860
0.007 **
0.034 *
0.391
0.836
0.590
0.062

기준집단은 수호자형임.
성별 : 여성=0, 남성=1
2 Log Likelihood=3314.002 Model Chi-Square=187.563
Nagelkerke R Square=.19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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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77

Exp(B)
0.946
0.805
0.664
0.922
1.015
0.754
0.807
1.181
0.983
1.102
0.773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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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이를 함양
하는 것은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실
제로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
리 확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현대 다원주의 사회
는 타집단과 타문화의 다양한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는 관용의 정신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복잡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인권은 다원주의와
관용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이자 시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적극적으로 수호하려는 의지를 가
진 시민 즉, 인권의식을 함양한 시민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
구하는 이념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근본 토대가 되는 것이다. 민
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된 시민성이 성인기의 시민성에 중요한 영
향을 주며, 이 시기에 인권교육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바른 시민성을
함양하게 되면 성인기에도 민주적인 인권의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는 연구결과들(Dawson, et al., 1977; Conover & Searing, 1994)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권의식을 기르도록 하는 것은 오늘날 시민교
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고민하기에 앞서 인권교육의 목표인 인권의식이 무엇이
고, 어떤 요인의 영향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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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권의식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화하
고, 인권의식의 영향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청소년 인권의식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인권의식 유형을 분류한 결과, 무관심형이 가장 많았고
(27.2%), 수호자형(23.8%)이 다음으로 많았다. 무관심형은 전 연령에서
고르게 많았고, 수호자형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그 비중이 높
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행동의사가 낮은 관망형, 무기력
형, 무감각형 역시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인권의식의 유형별 영향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요
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수호자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망형에는 연령이, 온정형에는 연령이, 무기력형에는 자아존중감이,
원칙형에는 연령이, 맹목형에는 연령과 타인의 인권침해 경험이, 무관
심형에는 학교문화와 자신 및 타인의 인권침해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무감각형에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식의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해 재검토하고, 한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식에 인권교육 경
험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교육
자체의 쓸모없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현재 제공되는 인권교육이 청소
년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경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인권을
실생활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내 삶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직
되어 있는지,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안내하고 참여를 이
끌어내고 있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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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목록에 대한 나열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본질에 대한
고찰하고 이를 삶과 접목시켜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참여를 통해 인권옹호 행동을 연습하여 익숙하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바깥의 공간에서도 청소년들이 인권을 체
험하고, 인권옹호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구
성되어야 할 것이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 시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
의 권리존중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조태원,
2010). 더욱이 인권은 정치나 법과 같은 어느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니
라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인
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시민윤리 등
시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및 영역들 속에 인권적 요소가 녹아들
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권을 기본요소로 하여 시민교육의 내용
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이루어져 온
기존 시민교육 내용에 목적으로서의 인권 관련 쟁점이 포함될 수 있도
록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송현정, 2004).
더 나아가, 인권의식의 각 유형별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
도록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의식은
어느 한 요소만 높은 것이 아니라, 전 구성요소가 고르게 발달하는 것
을 필요로 한다. 낮은 정서적-인지적 일관성을 가진 태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적고(Rosenberg, 1968), 태도의 정
서적-인지적 일관성이 높을 때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가 높기 때문이
다(Norman, 1975). 인권에 대한 정서와 인지 모두 일관되게 높을 때 인
권의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인권옹호적 행동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인권의식이 일관된 인권옹호적 태도로 연결되기 위
해서는 인권의식 구성요소들이 고르게 발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는 인권교육이 인권의식의 어느 요소에 집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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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인권의식의 각 구성요소를 함양하기 위한 교
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인권의식은 우리 삶 속에서 누적되어 형성되는 태도로, 직접
적인 인권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직ㆍ간접적 경험을 통해서도 형성된
다. 인권의식의 일부 유형에서 자신 및 타인의 인권침해 경험과 학교
문화의 영향력이 검증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인
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특히 학교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청소년 역시
자신과 타인의 인권에 대해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자세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핵심이자 범세계적으로 개인의 존
엄성을 보장해주는 가치이다(Moyn, 2010; 공민희 역, 2011, p.6). 이러한
이상이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은 어떤 현실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구호에
그치고 만다. 인권의식은 인권이 구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민의 핵심 자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인권의식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첫 걸음으
로 인권의식의 유형과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여러 연구와 논의들 속에서 인권의식과 관련된 더 많은 발자국들이 모
여 인권의식을 함양한 시민 양성으로 가는 길이 더욱 더 선명해 지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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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ypology and Influence Factors of
Youth's Human Rights Consciousness

Kim, Ja Young(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r)

It is one of the important goals in civic education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each right, realize actively it and respect a person's
right. And the human rights education is the essential area to achieve the
goals.
This study is based on a critical mind that human rights consciousness-the
goal of human rights education-has to be considered in advance. Therefore,
this study categorizes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classifies the
influence factors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systematically.
Among the types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the indifference
type is the first, and the guardian type is the second. The indifference
type is distributed to a lot in all youth ages, and the guardian type has
a large part of its types as the youth's age increases. But the other
human rights consciousness types which have a small part of them
(wait-and-see type, lethargy type, insensibility type, blindness type) also
tend to increase with the youth's age. That is, the results show that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is affected from age, culture school,
self-esteem and human rights violation experience differently against
each type of them.
The results in this study provide significant perspectives that we
need a synthetic check to the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whether it
makes enough contributions to build up youth's human rights
consciousness or not and we need to take an interest in setting up an
environment which make influences to human rights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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