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A1-1999-0026

자 료 명     청소년 보호연령기 에 한 여론조사

  안녕하세요? 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보호연령

에 한 국민의식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

하게 응답해 주시면 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에 한 술, 담배 매 지연령, 

성인용 유흥업소 출입 지연령, 성인용만화․소설과 성인용 

화․비디오물 등의 람 지 연령기 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

니다. 이에 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매년 10월 1일을 기 으로 할 때,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학생의 연령을 보면 ‘만18세미만’에는 약 50%가 포함되고, 

‘만19세미만’에는 약 96%가(거의 부분) 포함됩니다.



문1. 재 만19세미만(즉 만18세이하)에게는 술, 담배 매를 지하고 있  

     습니다. 이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행 로 만19세미만(즉 만18세이하)으로 하는 것이 하다.

     2) 만18세미만으로(즉 만17세까지) 낮추어야 한다.

     3) 다른 연령기 을 정하여야 한다.

문2. 재 만19세미만(즉 만18세이하)은 룸싸롱, 카바  같은 유흥주 과  

     단란주 에 출입하거나  고용될 수도 없습니다. 이에 하여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1) 행 로 만19세미만(즉 만18세이하)으로 하는 것이 하다.

     2) 만18세미만으로(즉 만17세까지) 낮추어야 한다.

     3) 다른 연령기 을 정하여야 한다.

문3. 재 만19세미만(즉 만18세이하)은 비디오방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행 로 만19세미만(즉 만18세이하)으로 하는 것이 하다.

     2) 만18세미만으로(즉 만17세까지) 낮추어야 한다.

     3) 다른 연령기 을 정하여야 한다.

문4. 행 화진흥법에서는 성인용 화를 만18세미만(즉 만17세이하)은  

     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성인용 화를 만19세미만(즉   

     만18세이하)으로 한 살 올려서 람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만19세미만(즉 만18세이하)으로 개정하는 것이 하다

     2) 만20세미만(즉 만19세이하)으로 더 올려서 개정하는 것이 하다

     3) 개정하지 말고 행 로 그 로 두어야 한다



문5. 성인용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하여,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에서는 만18세미만(즉 만17세이하)  

    은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만19세미만(즉 만18세이하)은 이용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만19세미만(즉 만18세이하)으로 제한하는 것이  

       하다

    2)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과 같이 만18세미만(즉 만17세이   

       하)으로 제한하는 것이 하다

    3) 다른 연령기 을 정하여야 한다

문6. 술, 담배 매 지연령, 성인용 유흥업소 출입 지연령, 성인용만    

     화․소설과 성인용 화․비디오물 등의 람 지 연령기 들이 통  

     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번으로

     2) 반드시 통일될 필요는 없다 --->6-2번으로

      문6-1. 그 다면 어떤 연령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만19세미만(즉 만18세이하)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2) 만18세미만(즉 만17세이하)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3) 만20세미만(즉 만19세이하)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문6-2. 만약에 청소년 보호연령기 이 통일되어야 한다면 어떤 연  

             령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만19세미만(즉 만18세이하)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2) 만18세미만(즉 만17세이하)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3) 만20세미만(즉 만19세이하)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문7. 참고로 재 우리나라 선거투표연령은 만20세이상(보통 학교 2학  

     년연령)이며, 투표연령을 낮추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이에 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1) 행 로 만20세이상으로 하는 것이 하다.

     2) 만19세이상(보통 학교 1학년연령)으로 낮추어야 한다

     3) 만18세이상(보통 고등학교 3학년연령)으로 낮추어야 한다

배경변수

문8. 귀하의 연령은?      만________세

문9.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문10. 귀하의 학력은?  1) 국 퇴                    2) 국졸

                      3) 퇴                    4) 졸

                      5) 고 퇴                    6) 고졸

                      7) 문 재학( 퇴포함)       8) 문 졸

                      9) 4년제 재학( 퇴포함)      10) 4년제 졸

                     11) 학원이상(재학포함)

문11. 귀하의 에는 자녀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비해당

      문11-1. 그 다면 ․고등학생 자녀는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12. 귀하의 직업은?     __________________

문13. 귀하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____________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역  도시규모는 표본선정시 고려되어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