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본 보고서 이후 프랑스 교육부는 본 이노첸티 연구소 측에 지난「OECD’s

Education at a Glance 2005」에 보고된 내용 중‘교육 및 훈련 또는 취업 상태

에 있지 않은 15~19세 비율’자료(그림 3.3a)에 오류가 있다고 알려왔다. 이에

이 지표에 관한 프랑스의 수치를 전체 합산에서 제외함으로써 프랑스는 교육복

지 역의 순위가 21위에서 18위로 바뀌었다.1)

벨기에 본 보고서 이후 보고된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그림 2.2

‘주요 질병 관련 예방접종을 받은 12~23개월 아동의 비율’에서 제시된 예방접

종률이 실제보다 더 낮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지표에 관한 벨기에의

수치를 전체 합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벨기에는 건강 및 안전 역의 순위가 14위

가 되었다. 

5쪽 상자 “이 척도에서 사용된 측정 단위는 표준편차(분산을 측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

됨)이다.”

Z점수는 개별 점수(원점수)에서 집단(OECD 국가)의 평균을 뺀 후 이를 집단

(OECD 국가)의 표준편차로 나누는 표준화(normalisation) 과정을 거쳐 산출하

다. 

명료화

추가 사항

1) 본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벨기에(건강 및 안전), 덴마크(행동과 위험), 프랑스(교육 복지)로부터 받은 보고를 통해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각 해당 역에서 덴마크의 순위는 3위에서 6위로, 벨기에의 순위는 8위에서 10위로 떨어진 반면, 프랑

스는 16위에서 14위로 올라서 폴란드와 공동 순위를 차지하 다. 이들 몇몇 역의 변화는 다른 국가의 순위에 향을 주

어 전체 순위 또한 다소 변동이 있었다. 예를 들어 캐나다가 순위가 려난 것을 포함해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의 순위 또

한 변동이 있었다.

다음은 유니세프 이노첸티 연구소가 보고서 제7권을 발간한 후, 보고서에 제시된 기존

자료를 업데이트 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료의 업데이트로 인해 본 보고서의 전반적인 도표나 결론은 크게 변경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3쪽 둘째 머리 “...상위 3개 순위를 차지한다.”

3쪽 여섯 번째 머리 “호주, 미국, 국 등”- 프랑스는 아래 각주에서 논의된 사항에 근거하여 문장

에서 삭제되었다. 

20쪽 세 번째 단 … 그림 3.3a에서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하위에 위치한 … 위에서 언급한 로

프랑스가 본문에서 제외됨.

30쪽 그림 5.2b “11세, 13세, 15세 아동 중 2회 이상 음주 경험이 있는 비율”에서 덴마크의 수치

는 20.1이 아닌 30.1임. 이에 그림 5.2b에서 덴마크는 국(잉 랜드)과 핀란드

사이에 순위하게 되었으며, 건강 역의 전체 순위 또한 여전히 평균 이상이긴

하나 6위에서 12위로 떨어졌다.

40쪽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아동복지에 한 각종 지표(28개)는 30년 이상에 걸쳐

매해 자료가 수집되어왔다... 미국 내 각 주를 상호 비교할 수 있다.”이는 미국

‘아동발달재단(Foundation for Child Development)’의 후원으로 듀크 학교

에서 관장하 던‘아동복지지표(Child Well-being Index: CWI)’를 일컫는 것

으로(Bradshaw et al.(2006)논의된 바 있음), 이 지표는 총 28개로 구성되어 있

는데, 지난 2000년에 이로소 시작되었으며 각 주별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

면 1990년 이후 각 연도별 아동지표에 따른 주별 순위는 The KID COUNT

Data Book에 제시되어 왔다(www.kidsount.org 참조).

42쪽 ‘역코딩’란에‘○’로 표시된 지표는 각 역별 점수 환산시 역코딩 된 지표이다.

45쪽 위와 같이 표의 몇몇 내용이 업데이트되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기술적인 목적

을 위해 제시된 것일 뿐 본문의 도표나 그림의 수치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업데이트 일자: 2007년 4월 20일

수정 사항(밑줄친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