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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인터넷 사용용도1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금융/경제활동(주식거래, 홈뱅킹) 1 378 4.8 4.8

전자상거래(쇼핑,경매) 2 229 2.9 2.9

뉴스 및 각종(생활,교육,취업)정보수집 3 2,005 25.4 25.4

여가(게임,오락) 4 902 11.4 11.4

채팅 5 111 1.4 1.4

동호회 활동 6 399 5.0 5.0

e메일 7 3,801 48.1 48.1

기타 8 77 1.0 1.0

무응답 9 1 0.0 0.0

7,903 100.0 100.0

a2 인터넷 사용용도2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금융/경제활동(주식거래, 홈뱅킹) 1 239 3.0 3.0

전자상거래(쇼핑,경매) 2 607 7.7 7.7

뉴스 및 각종(생활,교육,취업)정보수집 3 2,017 25.5 25.5

여가(게임,오락) 4 1,267 16.0 16.0

채팅 5 464 5.9 5.9

동호회 활동 6 861 10.9 10.9

e메일 7 2,270 28.7 28.7

기타 8 176 2.2 2.2

무응답 9 2 0.0 0.0

7,903 100.0 100.0

1. OOO님께서는 인터넷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용도를 두 가지만 골라 
1, 2의 순서를 매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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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_1 사이버 범죄/일탕행동에 관한 인식 : 전자상거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단히 심각함 1 2,661 33.7 33.7

다소 심각함 2 4,215 53.3 53.3

별로 심각하지 않음 3 761 9.6 9.6

전혀 심각하지 않음 4 41 0.5 0.5

모르겠음 5 225 2.8 2.8

7,903 100.0 100.0

b2_2 사이버 범죄/일탕행동에 관한 인식 : 사이버 성희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단히 심각함 1 4,524 57.2 57.2

다소 심각함 2 2,714 34.3 34.3

별로 심각하지 않음 3 514 6.5 6.5

전혀 심각하지 않음 4 51 0.6 0.6

모르겠음 5 100 1.3 1.3

7,903 100.0 100.0

b2_3 사이버 범죄/일탕행동에 관한 인식 : 사이버스토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단히 심각함 1 1,644 20.8 20.8

다소 심각함 2 2,972 37.6 37.6

별로 심각하지 않음 3 2,313 29.3 29.3

전혀 심각하지 않음 4 297 3.8 3.8

모르겠음 5 677 8.6 8.6

7,903 100.0 100.0

2. 다음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님께서는 이들 각각의 범죄 및 일탈이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2) 사이버 성희롱·성폭행 (음란물 송신, 매매춘 제의 포함)

2. 다음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님께서는 이들 각각의 범죄 및 일탈이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자상거래 관련 범죄 / 인터넷 사기

2. 다음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님께서는 이들 각각의 범죄 및 일탈이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3) 사이버스토킹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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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_4 사이버 범죄/일탕행동에 관한 인식 : 허위사실유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단히 심각함 1 2,534 32.1 32.1

다소 심각함 2 3,673 46.5 46.5

별로 심각하지 않음 3 1,278 16.2 16.2

전혀 심각하지 않음 4 160 2.0 2.0

모르겠음 5 258 3.3 3.3

7,903 100.0 100.0

b2_5 사이버 범죄/일탕행동에 관한 인식 : 사생활 유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단히 심각함 1 3,671 46.5 46.5

다소 심각함 2 2,770 35.0 35.0

별로 심각하지 않음 3 967 12.2 12.2

전혀 심각하지 않음 4 142 1.8 1.8

모르겠음 5 353 4.5 4.5

7,903 100.0 100.0

b2_6 사이버 범죄/일탕행동에 관한 인식 : 인신공격,협박,언어폭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단히 심각함 1 3,213 40.7 40.7

다소 심각함 2 3,403 43.1 43.1

별로 심각하지 않음 3 1,030 13.0 13.0

전혀 심각하지 않음 4 103 1.3 1.3

모르겠음 5 154 1.9 1.9

7,903 100.0 100.0

2. 다음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님께서는 이들 각각의 범죄 및 일탈이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6) 인신공격·언어폭력·협박

2. 다음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님께서는 이들 각각의 범죄 및 일탈이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5) 사생활유포 (몰래카메라 등)

2. 다음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님께서는 이들 각각의 범죄 및 일탈이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4)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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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_7 사이버 범죄/일탕행동에 관한 인식 : 개인정보도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단히 심각함 1 4,528 57.3 57.3

다소 심각함 2 2,445 30.9 30.9

별로 심각하지 않음 3 659 8.3 8.3

전혀 심각하지 않음 4 102 1.3 1.3

모르겠음 5 169 2.1 2.1

7,903 100.0 100.0

b2_8 사이버 범죄/일탕행동에 관한 인식 : 사이버 절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단히 심각함 1 1,561 19.8 19.8

다소 심각함 2 3,207 40.6 40.6

별로 심각하지 않음 3 2,184 27.6 27.6

전혀 심각하지 않음 4 347 4.4 4.4

모르겠음 5 604 7.6 7.6

7,903 100.0 100.0

b2_9 사이버 범죄/일탕행동에 관한 인식 : 전자문서 도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단히 심각함 1 1,880 23.8 23.8

다소 심각함 2 3,200 40.5 40.5

별로 심각하지 않음 3 1,932 24.4 24.4

전혀 심각하지 않음 4 319 4.0 4.0

모르겠음 5 572 7.2 7.2

7,903 100.0 100.0

2. 다음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님께서는 이들 각각의 범죄 및 일탈이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9) 전자문서(웹콘텐츠 포함)의 도용변조파괴

2. 다음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님께서는 이들 각각의 범죄 및 일탈이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8) 사이버절도 (게임아이템 절도 등)

2. 다음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님께서는 이들 각각의 범죄 및 일탈이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7) 개인신용정보(ID,패스워드,주민등록번호 등)의 도용에 의한 범죄(신용카드, 사이버증권, 사이버뱅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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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_10 사이버 범죄/일탕행동에 관한 인식 : 컴퓨터바이러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단히 심각함 1 4,178 52.9 52.9

다소 심각함 2 2,446 31.0 31.0

별로 심각하지 않음 3 928 11.7 11.7

전혀 심각하지 않음 4 189 2.4 2.4

모르겠음 5 162 2.0 2.0

7,903 100.0 100.0

b2_11 사이버 범죄/일탕행동에 관한 인식 : 스팸메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단히 심각함 1 3,097 39.2 39.2

다소 심각함 2 2,986 37.8 37.8

별로 심각하지 않음 3 1,358 17.2 17.2

전혀 심각하지 않음 4 289 3.7 3.7

모르겠음 5 173 2.2 2.2

7,903 100.0 100.0

b3 tv나 신문에서 사이버 범죄/일탕행동에 관한 기사 접하는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거의 매일 1 903 11.4 11.4

일주일에 서너번 2 2,268 28.7 28.7

일주일에 한두번 3 2,816 35.6 35.6

보름에 한두번 4 1,074 13.6 13.6

한달에 한두번 5 660 8.4 8.4

거의 보지 못함 6 182 2.3 2.3

7,903 100.0 100.0

3. 최근에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일탈행위들에 관한 뉴스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OOO님께서는 TV나 신문에서 이들 뉴스기사를 얼마나 자주 보십까?

2. 다음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님께서는 이들 각각의 범죄 및 일탈이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1) 스팸메일 (원치 않는/정체불명의 전자우편)

2. 다음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님께서는 이들 각각의 범죄 및 일탈이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0)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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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1 사이버 공간을 무질서 하게 만드는 요인 : 성적 수치심이나 폭력 유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말 그렇다 1 3,435 43.5 43.5

그저 그렇다 2 3,469 43.9 43.9

그렇지 않다 3 710 9.0 9.0

모르겠다 4 289 3.7 3.7

7,903 100.0 100.0

b4_2 사이버 공간을 무질서 하게 만드는 요인 : 허위,과장정보 게재 사이트 자주 접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말 그렇다 1 4,384 55.5 55.5

그저 그렇다 2 2,926 37.0 37.0

그렇지 않다 3 387 4.9 4.9

모르겠다 4 206 2.6 2.6

7,903 100.0 100.0

b4_3 사이버 공간을 무질서 하게 만드는 요인 :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게제한 사이트를 자주 접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말 그렇다 1 2,725 34.5 34.5

그저 그렇다 2 3,590 45.4 45.4

그렇지 않다 3 918 11.6 11.6

모르겠다 4 670 8.5 8.5

7,903 100.0 100.0

4. 다음은 사이버공간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인들입니다.  각 항목들에 대한 OOO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3)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게재한 사이트를 자주 볼 수 있다

4. 다음은 사이버공간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인들입니다.  각 항목들에 대한 OOO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2) 허위·과장정보를 게재한 사이트를 자주 볼 수 있다

4. 다음은 사이버공간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인들입니다.  각 항목들에 대한 OOO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1) 성적 수치심이나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트를 자주 볼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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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4 사이버 공간을 무질서 하게 만드는 요인 : 남을 헐뜯거나 욕하는 글 자주 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말 그렇다 1 4,219 53.4 53.4

그저 그렇다 2 2,639 33.4 33.4

그렇지 않다 3 820 10.4 10.4

모르겠다 4 225 2.8 2.8

7,903 100.0 100.0

b4_5 사이버 공간을 무질서 하게 만드는 요인 : 다른사람의 Id도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말 그렇다 1 2,002 25.3 25.3

그저 그렇다 2 3,305 41.8 41.8

그렇지 않다 3 1,451 18.4 18.4

모르겠다 4 1,145 14.5 14.5

7,903 100.0 100.0

b5_1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전자상거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443 5.6 5.6

약간 두렵다 2 704 8.9 8.9

보통이다 3 1,924 24.3 24.3

조금 두렵다 4 2,256 28.5 28.5

몹시 두렵다 5 2,576 32.6 32.6

7,903 100.0 100.0

5. 다음은 네티즌들이 흔히 당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만일, OOO 님께
서 이들 범죄 및 일탈행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1)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 인터넷 사기피해

4. 다음은 사이버공간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인들입니다.  각 항목들에 대한 OOO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5) 아무 거리낌 없이 남의 ID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4. 다음은 사이버공간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인들입니다.  각 항목들에 대한 OOO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4) 남을 헐뜯거나 욕하는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7



A1-2000-0020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b5_2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사이버 성희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703 8.9 8.9

약간 두렵다 2 1,032 13.1 13.1

보통이다 3 2,121 26.8 26.8

조금 두렵다 4 1,978 25.0 25.0

몹시 두렵다 5 2,069 26.2 26.2

7,903 100.0 100.0

b5_3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사이버스토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708 9.0 9.0

약간 두렵다 2 1,138 14.4 14.4

보통이다 3 2,210 28.0 28.0

조금 두렵다 4 1,877 23.8 23.8

몹시 두렵다 5 1,970 24.9 24.9

7,903 100.0 100.0

b5_4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허위사실유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463 5.9 5.9

약간 두렵다 2 791 10.0 10.0

보통이다 3 1,819 23.0 23.0

조금 두렵다 4 2,451 31.0 31.0

몹시 두렵다 5 2,379 30.1 30.1

7,903 100.0 100.0

5. 다음은 네티즌들이 흔히 당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만일, OOO 님께
서 이들 범죄 및 일탈행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4)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5. 다음은 네티즌들이 흔히 당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만일, OOO 님께
서 이들 범죄 및 일탈행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3) 사이버스토킹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따라 다니며 괴롭힘)

5. 다음은 네티즌들이 흔히 당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만일, OOO 님께
서 이들 범죄 및 일탈행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2) 사이버 성희롱·성폭행 (음란물 수신, 매매춘 제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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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_5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사생활 유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621 7.9 7.9

약간 두렵다 2 661 8.4 8.4

보통이다 3 1,340 17.0 17.0

조금 두렵다 4 1,727 21.9 21.9

몹시 두렵다 5 3,554 45.0 45.0

7,903 100.0 100.0

b5_6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인신공격,협박,언어폭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553 7.0 7.0

약간 두렵다 2 922 11.7 11.7

보통이다 3 1,956 24.8 24.8

조금 두렵다 4 2,572 32.5 32.5

몹시 두렵다 5 1,900 24.0 24.0

7,903 100.0 100.0

b5_7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개인정보도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621 7.9 7.9

약간 두렵다 2 450 5.7 5.7

보통이다 3 732 9.3 9.3

조금 두렵다 4 1,452 18.4 18.4

몹시 두렵다 5 4,648 58.8 58.8

7,903 100.0 100.0

5. 다음은 네티즌들이 흔히 당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만일, OOO 님께
서 이들 범죄 및 일탈행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7) 개인신용정보의 도용에 의한 피해 (신용카드, 사이버증권, 사이버뱅킹 등)

5. 다음은 네티즌들이 흔히 당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만일, OOO 님께
서 이들 범죄 및 일탈행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6) 인신공격·언어폭력·협박

5. 다음은 네티즌들이 흔히 당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만일, OOO 님께
서 이들 범죄 및 일탈행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5) 사생활유포 (몰래카메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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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_8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사이버 절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802 10.1 10.1

약간 두렵다 2 1,195 15.1 15.1

보통이다 3 2,734 34.6 34.6

조금 두렵다 4 1,897 24.0 24.0

몹시 두렵다 5 1,275 16.1 16.1

7,903 100.0 100.0

b5_9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전자문서 도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484 6.1 6.1

약간 두렵다 2 1,061 13.4 13.4

보통이다 3 2,446 31.0 31.0

조금 두렵다 4 2,236 28.3 28.3

몹시 두렵다 5 1,676 21.2 21.2

7,903 100.0 100.0

b5_10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컴퓨터바이러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558 7.1 7.1

약간 두렵다 2 644 8.1 8.1

보통이다 3 1,229 15.6 15.6

조금 두렵다 4 2,016 25.5 25.5

몹시 두렵다 5 3,456 43.7 43.7

7,903 100.0 100.0

5. 다음은 네티즌들이 흔히 당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만일, OOO 님께
서 이들 범죄 및 일탈행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10)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5. 다음은 네티즌들이 흔히 당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만일, OOO 님께
서 이들 범죄 및 일탈행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9) 전자문서(웹콘텐츠 포함)의 도용·변조·파괴

5. 다음은 네티즌들이 흔히 당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만일, OOO 님께
서 이들 범죄 및 일탈행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8) 사이버절도 (게임아이템 절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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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_11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스팸메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719 9.1 9.1

약간 두렵다 2 1,097 13.9 13.9

보통이다 3 2,277 28.8 28.8

조금 두렵다 4 2,242 28.4 28.4

몹시 두렵다 5 1,568 19.8 19.8

7,903 100.0 100.0

b6_1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전자상거래 삼간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말 그렇다 1 3,013 38.1 38.1

그저 그렇다 2 3,194 40.4 40.4

그렇지 않다 3 1,696 21.5 21.5

7,903 100.0 100.0

b6_2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ID나 패스워드를 가끔 변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말 그렇다 1 1,874 23.7 23.7

그저 그렇다 2 2,531 32.0 32.0

그렇지 않다 3 3,498 44.3 44.3

7,903 100.0 100.0

6. 다음은 사이버 범죄 및 일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OOO 님의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2) ID나 패스워드를 가끔 바꾸어준다

6. 다음은 사이버 범죄 및 일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OOO 님의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1) 전자상거래는 삼가 한다

5. 다음은 네티즌들이 흔히 당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만일, OOO 님께
서 이들 범죄 및 일탈행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11) 스팸메일 (원치 않는/정체불명의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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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_3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성별을 감출 수 있는 ID나 패스워드 사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말 그렇다 1 2,137 27.0 27.0

그저 그렇다 2 2,884 36.5 36.5

그렇지 않다 3 2,882 36.5 36.5

7,903 100.0 100.0

b6_4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네티켓을 잘 지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말 그렇다 1 6,460 81.7 81.7

그저 그렇다 2 1,296 16.4 16.4

그렇지 않다 3 147 1.9 1.9

7,903 100.0 100.0

b6_5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무료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지 않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말 그렇다 1 2,917 36.9 36.9

그저 그렇다 2 3,693 46.7 46.7

그렇지 않다 3 1,293 16.4 16.4

7,903 100.0 100.0

b6_6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개인신용정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말 그렇다 1 4,191 53.0 53.0

그저 그렇다 2 2,603 32.9 32.9

그렇지 않다 3 1,109 14.0 14.0

7,903 100.0 100.0

6. 다음은 사이버 범죄 및 일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OOO 님의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6) 개인신용정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시한다

6. 다음은 사이버 범죄 및 일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OOO 님의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5) 무료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함부로 다운 받지 않는다

6. 다음은 사이버 범죄 및 일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OOO 님의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4) 네티켓을 잘 지킨다

6. 다음은 사이버 범죄 및 일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OOO 님의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3) 성별을 감출 수 있는 ID나 대화명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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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_7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사이버금융거래 삼간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말 그렇다 1 3,982 50.4 50.4

그저 그렇다 2 2,727 34.5 34.5

그렇지 않다 3 1,194 15.1 15.1

7,903 100.0 100.0

b6_8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출처 불명확한 메일 삭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말 그렇다 1 4,970 62.9 62.9

그저 그렇다 2 2,197 27.8 27.8

그렇지 않다 3 736 9.3 9.3

7,903 100.0 100.0

b6_9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체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말 그렇다 1 4,851 61.4 61.4

그저 그렇다 2 2,265 28.7 28.7

그렇지 않다 3 787 10.0 10.0

7,903 100.0 100.0

b6_10 사이버 범죄/일탈행동을 당할 시 두려움 :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말 그렇다 1 835 10.6 10.6

그저 그렇다 2 525 6.6 6.6

그렇지 않다 3 387 4.9 4.9

무응답 9 6,156 77.9 77.9

7,903 100.0 100.0

6. 다음은 사이버 범죄 및 일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OOO 님의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10) 기타

6. 다음은 사이버 범죄 및 일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OOO 님의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9)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를 차단/체크한다

6. 다음은 사이버 범죄 및 일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OOO 님의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8) 출처가 분명치 않거나 수상한 사람으로부터의 메일은 삭제한다

6. 다음은 사이버 범죄 및 일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OOO 님의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7) 사이버금융거래는 삼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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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 유해정보, 사이트 고발하겠는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항상 신고할 생각이다 1 1,313 16.6 16.6

상황이 허락한다면 신고할 생각이다 2 4,531 57.3 57.3

신고할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 3 1,926 24.4 24.4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4 133 1.7 1.7

7,903 100.0 100.0

b8 사이버 범죄 피해를 위한 민간 준법운동 참여할 의사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1 2,308 29.2 29.2

상황이 허락한다면 참여하고 싶다 2 4,398 55.6 55.6

참여할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 3 1,110 14.0 14.0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4 87 1.1 1.1

7,903 100.0 100.0

b9 비도덕적인 네티즌에게 퇴장 요구가능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1 4,058 51.3 51.3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2 2,988 37.8 37.8

그렇게 할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 3 771 9.8 9.8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4 86 1.1 1.1

7,903 100.0 100.0

9.  OOO 님께서는 대화방 또는 토론실에서 다른 네티즌에게 비도덕적 언행을 하는 사람을 보게되면 당
장 중지할 것을 요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8. OOO 님께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를 예방　감소시키기 위한 민간차원의 네티즌 준법운동
이 실시된다면 참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7. OOO 님께서는 인터넷 사용 중에 범죄(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정보나 사이트를 발견하
게 될 때 이를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타 신고센터에 신고할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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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_1 사이버 범죄 당할 가능성 : 전자상거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능성이 전혀 없다 1 1,084 13.7 13.7

가능성이 조금 있다 2 1,330 16.8 16.8

중간이다 3 2,672 33.8 33.8

가능성이 크다 4 1,613 20.4 20.4

가능성이 매우크다 5 1,204 15.2 15.2

7,903 100.0 100.0

b10_2 사이버 범죄 당할 가능성 : 사이버 성희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능성이 전혀 없다 1 1,245 15.8 15.8

가능성이 조금 있다 2 1,606 20.3 20.3

중간이다 3 2,318 29.3 29.3

가능성이 크다 4 1,563 19.8 19.8

가능성이 매우크다 5 1,171 14.8 14.8

7,903 100.0 100.0

b10_3 사이버 범죄 당할 가능성 : 사이버스토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능성이 전혀 없다 1 1,468 18.6 18.6

가능성이 조금 있다 2 1,889 23.9 23.9

중간이다 3 2,515 31.8 31.8

가능성이 크다 4 1,307 16.5 16.5

가능성이 매우크다 5 724 9.2 9.2

7,903 100.0 100.0

10. 앞에서 OOO 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이버 범죄 및 일탈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답하
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가 앞으로 일년 내에 실제로 OOO 님께 발생할 가능
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3) 사이버스토킹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따라 다니며 괴롭힘)

10. 앞에서 OOO 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이버 범죄 및 일탈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답하
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가 앞으로 일년 내에 실제로 OOO 님께 발생할 가능
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2) 사이버 성희롱·성폭행 (음란물 수신, 매매춘 제의 포함)

10. 앞에서 OOO 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이버 범죄 및 일탈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답하
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가 앞으로 일년 내에 실제로 OOO 님께 발생할 가능
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1)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 인터넷 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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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_4 사이버 범죄 당할 가능성 : 허위사실유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능성이 전혀 없다 1 1,149 14.5 14.5

가능성이 조금 있다 2 1,688 21.4 21.4

중간이다 3 2,563 32.4 32.4

가능성이 크다 4 1,555 19.7 19.7

가능성이 매우크다 5 948 12.0 12.0

7,903 100.0 100.0

b10_5 사이버 범죄 당할 가능성 : 사생활 유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능성이 전혀 없다 1 1,660 21.0 21.0

가능성이 조금 있다 2 1,674 21.2 21.2

중간이다 3 2,330 29.5 29.5

가능성이 크다 4 1,233 15.6 15.6

가능성이 매우크다 5 1,006 12.7 12.7

7,903 100.0 100.0

b10_6 사이버 범죄 당할 가능성 : 인신공격,협박,언어폭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능성이 전혀 없다 1 779 9.9 9.9

가능성이 조금 있다 2 1,302 16.5 16.5

중간이다 3 2,314 29.3 29.3

가능성이 크다 4 1,980 25.1 25.1

가능성이 매우크다 5 1,528 19.3 19.3

7,903 100.0 100.0

10. 앞에서 OOO 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이버 범죄 및 일탈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답하
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가 앞으로 일년 내에 실제로 OOO 님께 발생할 가능
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6) 인신공격·언어폭력·협박

10. 앞에서 OOO 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이버 범죄 및 일탈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답하
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가 앞으로 일년 내에 실제로 OOO 님께 발생할 가능
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5) 사생활유포 (몰래카메라 등)

10. 앞에서 OOO 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이버 범죄 및 일탈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답하
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가 앞으로 일년 내에 실제로 OOO 님께 발생할 가능
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4)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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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_7 사이버 범죄 당할 가능성 : 개인정보도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능성이 전혀 없다 1 806 10.2 10.2

가능성이 조금 있다 2 1,077 13.6 13.6

중간이다 3 2,043 25.9 25.9

가능성이 크다 4 2,022 25.6 25.6

가능성이 매우크다 5 1,955 24.7 24.7

7,903 100.0 100.0

b10_8 사이버 범죄 당할 가능성 : 사이버 절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능성이 전혀 없다 1 1,907 24.1 24.1

가능성이 조금 있다 2 1,516 19.2 19.2

중간이다 3 2,388 30.2 30.2

가능성이 크다 4 1,244 15.7 15.7

가능성이 매우크다 5 848 10.7 10.7

7,903 100.0 100.0

b10_9 사이버 범죄 당할 가능성 : 전자문서 도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능성이 전혀 없다 1 1,292 16.3 16.3

가능성이 조금 있다 2 1,590 20.1 20.1

중간이다 3 2,577 32.6 32.6

가능성이 크다 4 1,547 19.6 19.6

가능성이 매우크다 5 897 11.4 11.4

7,903 100.0 100.0

10. 앞에서 OOO 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이버 범죄 및 일탈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답하
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가 앞으로 일년 내에 실제로 OOO 님께 발생할 가능
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9) 전자문서(웹콘텐츠 포함)의 도용·변조·파괴

10. 앞에서 OOO 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이버 범죄 및 일탈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답하
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가 앞으로 일년 내에 실제로 OOO 님께 발생할 가능
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8) 사이버절도 (게임아이템 절도 등)

10. 앞에서 OOO 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이버 범죄 및 일탈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답하
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가 앞으로 일년 내에 실제로 OOO 님께 발생할 가능
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7) 개인신용정보의 도용에 의한 피해 (신용카드, 사이버증권, 사이버뱅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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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_10 사이버 범죄 당할 가능성 : 컴퓨터바이러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능성이 전혀 없다 1 535 6.8 6.8

가능성이 조금 있다 2 849 10.7 10.7

중간이다 3 1,897 24.0 24.0

가능성이 크다 4 2,283 28.9 28.9

가능성이 매우크다 5 2,339 29.6 29.6

7,903 100.0 100.0

b10_11 사이버 범죄 당할 가능성 : 스팸메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능성이 전혀 없다 1 558 7.1 7.1

가능성이 조금 있다 2 813 10.3 10.3

중간이다 3 1,886 23.9 23.9

가능성이 크다 4 2,058 26.0 26.0

가능성이 매우크다 5 2,588 32.7 32.7

7,903 100.0 100.0

b11 사례1 : 처벌유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사회봉사명령 1 969 12.3 12.3

벌금형 2 3,443 43.6 43.6

징역형 3 3,403 43.1 43.1

잘 모르겠다 4 88 1.1 1.1

7,903 100.0 100.0

11. 사례 1 :  만 20세인 어느 청년이 두 번째로(즉, 재범을 의미함)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5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면?

10. 앞에서 OOO 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이버 범죄 및 일탈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답하
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가 앞으로 일년 내에 실제로 OOO 님께 발생할 가능
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11) 스팸메일 (원치 않는/정체불명의 전자우편)

10. 앞에서 OOO 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이버 범죄 및 일탈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답하
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가 앞으로 일년 내에 실제로 OOO 님께 발생할 가능
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10)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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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 사례2 : 처벌유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사회봉사명령 1 564 7.1 7.1

벌금형 2 2,921 37.0 37.0

징역형 3 4,327 54.8 54.8

잘 모르겠다 4 91 1.2 1.2

7,903 100.0 100.0

b13 사이버공간 법범행위 찬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찬성 1 6,485 82.1 82.1

반대 2 1,418 17.9 17.9

7,903 100.0 100.0

b14 우리나라 형사의 사이버 범죄에 관한 대응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적으로 신뢰함 1 95 1.2 1.2

대체로 신뢰함 2 1,774 22.4 22.4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 3 4,489 56.8 56.8

전혀 신뢰하지 않음 4 1,186 15.0 15.0

잘 모름 5 359 4.5 4.5

7,903 100.0 100.0

b15 사이버 범죄에 대해정부의 개입에 관한 생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더 중요하다 1 2,341 29.6 29.6

업계와 네티즌 스스로의 자정활동이 더 중요하다 2 5,562 70.4 70.4

7,903 100.0 100.0

15. OOO님께서는 사이버 범죄 및 일탈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아니면 업계와 네티즌 스스로의 자정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 OOO님께서는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들(경찰 및 검찰)의 사이버 범죄 및 일탈행동에 대한 대응력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13. OOO님께서는 사이버공간에서 범법행위(예컨대, 문항 11, 12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를 한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2. 사례 2 :  만 20세인 어느 청년이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도용하여 태국행 왕복항공권 1
매(50만원 상당)를 구입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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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_1 사이버 피해 당한 사례(최근3년 이내) : 전자상거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번 1 556 7.0 7.0

2번 2 182 2.3 2.3

3번 이상 3 51 0.6 0.6

피해경험 없음 4 7,114 90.0 90.0

7,903 100.0 100.0

c16_2 사이버 피해 당한 사례(최근3년 이내) : 사이버 성희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번 1 887 11.2 11.2

2번 2 500 6.3 6.3

3번 이상 3 935 11.8 11.8

피해경험 없음 4 5,581 70.6 70.6

7,903 100.0 100.0

c16_3 사이버 피해 당한 사례(최근3년 이내) : 사이버스토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번 1 457 5.8 5.8

2번 2 232 2.9 2.9

3번 이상 3 166 2.1 2.1

피해경험 없음 4 7,048 89.2 89.2

7,903 100.0 100.0

16. 다음은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또는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 님께서는 지
난 3년 동안에 실제로 이들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3) 사이버스토킹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힘)

16. 다음은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또는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 님께서는 지
난 3년 동안에 실제로 이들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2) 사이버 성희롱·성폭행 (음란물 수신, 매매춘 제의 포함)

16. 다음은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또는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 님께서는 지
난 3년 동안에 실제로 이들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 인터넷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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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_4 사이버 피해 당한 사례(최근3년 이내) : 허위사실유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번 1 574 7.3 7.3

2번 2 208 2.6 2.6

3번 이상 3 212 2.7 2.7

피해경험 없음 4 6,909 87.4 87.4

7,903 100.0 100.0

c16_5 사이버 피해 당한 사례(최근3년 이내) : 사생활 유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번 1 81 1.0 1.0

2번 2 87 1.1 1.1

3번 이상 3 70 0.9 0.9

피해경험 없음 4 7,665 97.0 97.0

7,903 100.0 100.0

c16_6 사이버 피해 당한 사례(최근3년 이내) : 인신공격,협박,언어폭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번 1 1,342 17.0 17.0

2번 2 783 9.9 9.9

3번 이상 3 1,677 21.2 21.2

피해경험 없음 4 4,101 51.9 51.9

7,903 100.0 100.0

16. 다음은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또는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 님께서는 지
난 3년 동안에 실제로 이들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6) 인신공격　언어폭력　협박

16. 다음은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또는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 님께서는 지
난 3년 동안에 실제로 이들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5) 사생활유포 (몰래카메라 등)

16. 다음은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또는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 님께서는 지
난 3년 동안에 실제로 이들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4)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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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_7 사이버 피해 당한 사례(최근3년 이내) : 개인정보도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번 1 320 4.0 4.0

2번 2 167 2.1 2.1

3번 이상 3 108 1.4 1.4

피해경험 없음 4 7,308 92.5 92.5

7,903 100.0 100.0

c16_8 사이버 피해 당한 사례(최근3년 이내) : 사이버 절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번 1 304 3.8 3.8

2번 2 188 2.4 2.4

3번 이상 3 167 2.1 2.1

피해경험 없음 4 7,244 91.7 91.7

7,903 100.0 100.0

c16_9 사이버 피해 당한 사례(최근3년 이내) : 전자문서 도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번 1 316 4.0 4.0

2번 2 184 2.3 2.3

3번 이상 3 137 1.7 1.7

피해경험 없음 4 7,266 91.9 91.9

7,903 100.0 100.0

16. 다음은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또는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 님께서는 지
난 3년 동안에 실제로 이들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9) 전자문서(웹콘텐츠 
포함)의 도용·변조·파괴

16. 다음은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또는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 님께서는 지
난 3년 동안에 실제로 이들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8) 사이버절도 (게임아이템 절도 등)

16. 다음은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또는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 님께서는 지
난 3년 동안에 실제로 이들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7) 개인신용정보의 도용에 의한 피해 (신용카드, 사이버증권, 사이버뱅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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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_10 사이버 피해 당한 사례(최근3년 이내) : 컴퓨터바이러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번 1 1,584 20.0 20.0

2번 2 1,013 12.8 12.8

3번 이상 3 791 10.0 10.0

피해경험 없음 4 4,515 57.1 57.1

7,903 100.0 100.0

c16_11 사이버 피해 당한 사례(최근3년 이내) : 스팸메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번 1 824 10.4 10.4

2번 2 875 11.1 11.1

3번 이상 3 3,639 46.0 46.0

피해경험 없음 4 2,565 32.5 32.5

7,903 100.0 100.0

c16_12 사이버 피해 당한 사례(최근3년 이내) :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번 1 694 8.8 8.8

2번 2 401 5.1 5.1

3번 이상 3 599 7.6 7.6

피해경험 없음 4 6,209 78.6 78.6

7,903 100.0 100.0

16. 다음은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또는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 님께서는 지
난 3년 동안에 실제로 이들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12) 이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유형의 피해

16. 다음은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또는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 님께서는 지
난 3년 동안에 실제로 이들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11) 스팸메일 (원치 않는/정체불명의 전자우편)

16. 다음은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또는 일탈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OOO 님께서는 지
난 3년 동안에 실제로 이들 범죄 및 일탈에 의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10)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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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 피해응답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5,733 72.5 72.5

아니오 2 2,170 27.5 27.5

7,903 100.0 100.0

c18 가장 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1 276 3.5 4.8

사이버 성희롱 2 660 8.4 11.5

사이버 스토킹 3 79 1.0 1.4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4 84 1.1 1.5

사생활 유포 5 24 0.3 0.4

인신공격,언어폭력,협박 6 1,245 15.8 21.7

개인신용정보의 도용에 의한 피해 7 186 2.4 3.2

사이버 절도 8 92 1.2 1.6

전자문서 9 35 0.4 0.6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10 1,224 15.5 21.4

스펨메일 11 1,706 21.6 29.8

기타 12 122 1.5 2.1

비해당 0 2,170 27.5

7,903 100.0 100.0

c20 범죄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4,268 54.0 74.4

아니오 2 326 4.1 5.7

잘 모르겠다 3 1,139 14.4 19.9

비해당 0 2,170 27.5

7,903 100.0 100.0

20. OOO 님께서는 이 사건을 명백히 하나의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18. 그럼, 그 중에서OOO 님께 가장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초래한 사건은 어느 것 입니까?

17. 문항 16에서 어떤 유형이든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까?

24



A1-2000-0020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c22 가해자가 외국인/내국인, 외국/내국 사이트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내국인 1 2,455 31.1 42.8

국내사이트 2 1,770 22.4 30.9

외국인 3 142 1.8 2.5

외국사이트 4 178 2.3 3.1

알 수 없다 5 1,188 15.0 20.7

비해당 0 2,170 27.5

7,903 100.0 100.0

c23 신고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306 3.9 5.3

아니오 2 5,427 68.7 94.7

비해당 0 2,170 27.5

7,903 100.0 100.0

c24 신고한 곳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찰 1 54 0.7 17.6

검찰 2 11 0.1 3.6

정보보호센터 4 35 0.4 11.4

정보통신윤리회 5 35 0.4 11.4

기타 6 116 1.5 37.9

무응답 9 55 0.7 18.0

비해당 0 7,597 96.1

7,903 100.0 100.0

24. 구체적으로, 어디에 신고하였습니까?

23. 피해사실을 형사사법당국이나 기타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였습니까?

22. 가해자는 내국인 또는 국내사이트 이었습니까, 외국인 또는 외국사이트 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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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5 처리만족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91 1.2 29.4

아니오 2 219 2.8 70.6

비해당 0 7,593 96.1

7,903 100.0 100.0

c26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사건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함 1 17 0.2 7.8

불친절, 사건에 관신갖지 않음 2 30 0.4 13.7

일처리가 늦음, 사건처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음 3 32 0.4 14.6

신고한 사람을 오히려 귀찮게 함 4 9 0.1 4.1

가해자를 찾지도 체포하지도 못함 5 18 0.2 8.2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경미 6 17 0.2 7.8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7 50 0.6 22.8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음 8 7 0.1 3.2

기타 9 39 0.5 17.8

비해당 0 7,684 97.2

7,903 100.0 100.0

c27 신고하지 않은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개인적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음 1 33 0.4 0.6

피해가 경미해서 2 1,644 20.8 30.3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므로 3 890 11.3 16.4

피해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4 52 0.7 1.0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어서 5 23 0.3 0.4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6 461 5.8 8.5

신고절차가 복잡해서 7 250 3.2 4.6

신고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 같아서 8 235 3.0 4.3

27.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26.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면,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25. 전반적으로, 형사사법당국은 피해신고를 만족스럽게 처리해 주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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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잡지 못할 것 같아서 9 1,458 18.4 26.9

보복의 두려움 10 12 0.2 0.2

기타 11 347 4.4 6.4

무응답 99 22 0.3 0.4

비해당 0 2,476 31.3

7,903 100.0 100.0

c28 실질적인 피해 내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물질적인 피해 1 17 0.2 5.4

정신적인 피해 2 234 3.0 74.8

두가지 모두 3 62 0.8 19.8

비해당 8 7,590 96.0

7,903 100.0 100.0

c29 피해액수

값

유효합계 915

최소값 0

최대값 250000

평균 1036.09 (만원)

표준편차 10444.091

c30 피해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 1 108 1.4 34.5

약간 심각 2 166 2.1 53.0

별로 심각하지 않음 3 39 0.5 12.5

비해당 0 7,590 96.0

7,903 100.0 100.0

30.   모든 것을 감안하여 생각해 볼 때, 그 피해가 OOO 님께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습니까?

29. 실제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액수는 대략 얼마 입니까?

28.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내용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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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피해 당한 후 인터넷 사용행태 변화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사용하였다 1 1,113 14.1 14.1

별로 달라진 것 없이 피해를 주의하며 사용하였다 2 2,595 32.8 32.8

개인정보에 대한 간단한 변경 후 예전과 다름없이 사용하였다 3 477 6.0 6.0

인터넷의 특정 용도나 기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4 1,166 14.8 14.8

인터넷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5 301 3.8 3.8

인터넷 사용을 상당기간 그만 두었다 6 75 0.9 0.9

기타 7 6 0.1 0.1

무응답 9 2,170 27.5 27.5

7,903 100.0 100.0

d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F F 3,700 46.8 46.8

M M 4,203 53.2 53.2

7,903 100.0 100.0

d2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6 세 16 280 3.5 3.5

17 세 17 497 6.3 6.3

18 세 18 405 5.1 5.1

19 세 19 680 8.6 8.6

20 세 20 688 8.7 8.7

21 세 21 555 7.0 7.0

22 세 22 477 6.0 6.0

23 세 23 618 7.8 7.8

24 세 24 578 7.3 7.3

25 세 25 519 6.6 6.6

26 세 26 498 6.3 6.3

D2. 연령

D1.  성별

31. 이러한 피해를 경험한 이후로 OOO 님의 인터넷 사용행태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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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세 27 359 4.5 4.5

28 세 28 344 4.4 4.4

29 세 29 281 3.6 3.6

30 세 30 207 2.6 2.6

31 세 31 167 2.1 2.1

32 세 32 128 1.6 1.6

33 세 33 98 1.2 1.2

34 세 34 59 0.7 0.7

35 세 35 64 0.8 0.8

36 세 36 60 0.8 0.8

37 세 37 37 0.5 0.5

38 세 38 43 0.5 0.5

39 세 39 33 0.4 0.4

40 세 40 31 0.4 0.4

41 세 41 26 0.3 0.3

42 세 42 24 0.3 0.3

43 세 43 20 0.3 0.3

44 세 44 21 0.3 0.3

45 세 45 20 0.3 0.3

46 세 46 12 0.2 0.2

47 세 47 15 0.2 0.2

48 세 48 12 0.2 0.2

49 세 49 4 0.1 0.1

50 세 50 7 0.1 0.1

51 세 51 6 0.1 0.1

52 세 52 4 0.1 0.1

53 세 53 6 0.1 0.1

54 세 54 7 0.1 0.1

55 세 55 3 0.0 0.0

57 세 57 1 0.0 0.0

58 세 58 2 0.0 0.0

59 세 59 1 0.0 0.0

60 세 60 1 0.0 0.0

61 세 61 1 0.0 0.0

62 세 62 3 0.0 0.0

67 세 67 1 0.0 0.0

7,903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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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응답자 최종학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고재 1,049 13.3 13.3

고졸 689 8.7 8.7

기타 97 1.2 1.2

대재 3,311 41.9 41.9

대졸 1,975 25.0 25.0

대학원재 339 4.3 4.3

대학원졸 179 2.3 2.3

무응답 194 2.5 2.5

중재 43 0.5 0.5

중졸 27 0.3 0.3

7,903 100.0 100.0

d4 응답자 직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사 158 2.0 2.0

건설업 125 1.6 1.6

공무원 197 2.5 2.5

교육 208 2.6 2.6

군인 42 0.5 0.5

금융/증권/보험업 86 1.1 1.1

기타 783 9.9 9.9

농/수/임/광산업 6 0.1 0.1

무응답 146 1.8 1.8

무직 182 2.3 2.3

법률 9 0.1 0.1

부동산업 5 0.1 0.1

서비스업 232 2.9 2.9

언론 30 0.4 0.4

D4. 직업

D3. 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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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85 1.1 1.1

운송업 17 0.2 0.2

유통업 70 0.9 0.9

의료 62 0.8 0.8

제조업 276 3.5 3.5

컴퓨터/인터넷 427 5.4 5.4

학생 4,757 60.2 60.2

7,903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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