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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1-0053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

q1_1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1: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849       81.1 81.1

아니오 2 198       18.9 18.9

1,047    100.0 100.0

q1_2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2: 꼬집거나 물어뜯거나 할퀴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989       94.5 94.5

아니오 2 58        5.5 5.5

1,047    100.0 100.0

q1_3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3: 신체부위를 묶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1,026    98.0 98.0

아니오 2 21        2.0 2.0

1,047    100.0 100.0

q1_4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4: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990       94.6 94.6

아니오 2 57        5.4 5.4

1,047    100.0 100.0

문1. 다음 내용 중 아동학대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① 예,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는 ② 아니오 라고 답해주십시오.
1-1. 손, 발 또는 도구로 (뺨, 머리,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리는 행위

1-2. 꼬집거나 물어뜯거나 할퀴는 행위

1-3. 신체부위를 묶는 행위

1-4.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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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1-0053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

q1_5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5: 집 밖으로 내쫓거나 시설 등에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992       94.7 94.7

아니오 2 55        5.3 5.3

1,047    100.0 100.0

q1_6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6: 욕을 하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1,002    95.7 95.7

아니오 2 45        4.3 4.3

1,047    100.0 100.0

q1_7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7: 아동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 놓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1,012    96.7 96.7

아니오 2 35        3.3 3.3

1,047    100.0 100.0

q1_8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8: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상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819       78.2 78.2

아니오 2 228       21.8 21.8

1,047    100.0 100.0

1-5. (벌거벗겨) 집 밖으로 내쫒거나 시설 등에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1-6.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너 같은 건 없어져야 해, 나가 죽어 등과 같은 욕을 하는 행위

1-8.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상황

1-7. 아동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 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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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1-0053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

q1_9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9: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0 795       75.9 75.9

아니오 2.0 252       24.1 24.1

1,047    100.0 100.0

q1_10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10: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1,021    97.5 97.5

아니오 2 26        2.5 2.5

1,047    100.0 100.0

q1_11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11: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1,015    96.9 96.9

아니오 2 32        3.1 3.1

1,047    100.0 100.0

q1_12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12: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741       70.8 70.8

아니오 2 306       29.2 29.2

1,047    100.0 100.0

1-11.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행위

1-12.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행위

1-10.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1-9.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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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1-0053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

q1_13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13: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1,005    96.0 96.0

아니오 2 42        4.0 4.0

1,047    100.0 100.0

q1_14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14: 성기 및 자위행위 노출 또는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984       94.0 94.0

아니오 2 63        6.0 6.0

1,047    100.0 100.0

q1_15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15: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 되는 상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909       86.8 86.8

아니오 2 138       13.2 13.2

1,047    100.0 100.0

q1_16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16: 어른이 강제로 아동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983       93.9 93.9

아니오 2 64        6.1 6.1

1,047    100.0 100.0

1-13.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1-14. 성기 및 자위행위 노출 또는 음란물(음란 동영상, 음란서적)을 보여주는 행위

1-15.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 되는 상황

1-16. 어른이 강제로 아동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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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1-0053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

q1_17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17: 성기삽입, 성적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1,026    98.0 98.0

아니오 2 21        2.0 2.0

1,047    100.0 100.0

q2 아동학대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724       69.1 69.1

아니오 2 323       30.9 30.9

1,047    100.0 100.0

q3 아동학대 신고전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237       22.6 22.6

아니오 2 810       77.4 77.4

1,047    100.0 100.0

q4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경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스컴 1 138       13.2 58.2

인터넷 2 60        5.7 25.3

세미나 및 교육 3 32        3.1 13.5

기타 4 7          .7 3.0

비해당 NA 810       77.4

1,047    100.0 100.0

문3. 현재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문4.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1-17. 성기삽입, 성적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문2. 아동학대행위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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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1-0053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

q4_a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경로: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TV 1          .1 14.3

공부하다가 1          .1 14.3

버스광고에서보았음 1          .1 14.3

봉사활동 1          .1 14.3

설문지보고 1          .1 14.3

여성긴급전화에서 피해자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음 1          .1 14.3

지하철홍보 1          .1 14.3

비해당 NA 1,040    99.3

1,047    100.0 100.0

q5 아동학대 발생시 외부도움 요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984       94.0 94.0

아니오 2 63        6.0 6.0

1,047    100.0 100.0

q6 도움 요청 기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파출소 등 수사기관 1 351       33.5 35.7

아동보호전문기관 2 580       55.4 58.9

방송 및 언론매체 3 16        1.5 1.6

이웃 4 10        1.0 1.0

친척 5 25        2.4 2.5

기타 6 2          .2 .2

비해당 NA 63        6.0

1,047    100.0 100.0

문5. 만약 당신의 가정에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외부기관이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문6.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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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

q6_a 도움 요청 기관: 기타

==> 데이터 참조

q7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양육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1 17        1.6 27.0

가정문제이기 때문에 2 25        2.4 39.7

신분노출에 의한 보복이 두려워서 3 5          .5 7.9

귀찮아지므로 4 8          .8 12.7

기타 6 8          .8 12.7

비해당 NA 984       94.0

1,047    100.0 100.0

q7_a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 기타

==> 데이터 참조

q8 이웃가정 아동학대시 외부기관 신고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952       90.9 90.9

아니오 2 95        9.1 9.1

1,047    100.0 100.0

문8. 만약 이웃 가정에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외부기관에 신고할 생각이 있습니까?

문7. 도움을 청할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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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1-0053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

q9 신고기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파출소 등 수사기관 1 435       41.5 45.7

아동보호전문기관 2 493       47.1 51.8

방송 및 언론매체 3 17        1.6 1.8

이웃 4 4          .4 .4

기타 6 3          .3 .3

비해당 NA 95        9.1

1,047    100.0 100.0

q9_a 신고기관: 기타

==> 데이터 참조

q10 신고하지 않는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양육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1 10        1.0 10.5

가정문제이기 때문에 2 42        4.0 44.2

신분노출에 의한 보복이 두려워서 3 20        1.9 21.1

귀찮아지므로 4 15        1.4 15.8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므로 5 4          .4 4.2

기타 6 4          .4 4.2

비해당 NA 952       90.9

1,047    100.0 100.0

q10_a 신고하지 않는 이유: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권력불신 1          .1 25.0

신분노출과, 양육과정에서 그럴수있을것같다는 생각에 1          .1 25.0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니까... 1          .1 25.0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하기엔 서로 간의 접촉이 적어서 1          .1 25.0

비해당 NA 1,043    99.6

1,047    100.0 100.0

문10. 도움을 청할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9. 어디에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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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1-0053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

q11_1 체벌과 신체학대 기준1: 아이의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95       18.6 18.6

아니다 NA 852       81.4 81.4

1,047    100.0 100.0

q11_2 체벌과 신체학대 기준2: 체벌의 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2 571       54.5 54.5

아니다 NA 476       45.5 45.5

1,047    100.0 100.0

q11_3 체벌과 신체학대 기준3: 사용도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3 290       27.7 27.7

아니다 NA 757       72.3 72.3

1,047    100.0 100.0

q11_4 체벌과 신체학대 기준4: 신체부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4 257       24.5 24.5

아니다 NA 790       75.5 75.5

1,047    100.0 100.0

q11_5 체벌과 신체학대 기준5: 상처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5 192       18.3 18.3

아니다 NA 855       81.7 81.7

1,047    100.0 100.0

문11. 체벌(사랑의 매)과 신체학대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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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

q11_6 체벌과 신체학대 기준6: 부모의 고의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6 377       36.0 36.0

아니다 NA 670       64.0 64.0

1,047    100.0 100.0

q11_7 체벌과 신체학대 기준7: 아동의 잘못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7 242       23.1 23.1

아니다 NA 805       76.9 76.9

1,047    100.0 100.0

q11_8 체벌과 신체학대 기준8: 모든 체벌은 신체학대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8 171       16.3 16.3

아니다 NA 876       83.7 83.7

1,047    100.0 100.0

q12 아들 폭행살해 아버지 검거사건 인지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563       53.8 53.8

아니오 2 484       46.2 46.2

1,047    100.0 100.0

q13 부모교육 경험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274       26.2 26.2

아니오 2 773       73.8 73.8

1,047    100.0 100.0

문12. 지난 2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다 깨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를 검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문13. 지금까지 학교 교육 등을 포함해서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
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등의 부모 교육이나 부부 교육 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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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혼 1 384       36.7 36.7

기혼 2 613       58.5 58.5

이혼/사별 3 50        4.8 4.8

1,047    100.0 100.0

q15 자녀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51        4.9 7.7

1명 2 116       11.1 17.5

2명 3 345       33.0 52.0

3명 4 123       11.7 18.6

4명 이상 5 28        2.7 4.2

비해당 NA 384       36.7

1,047    100.0 100.0

q16 자녀 연령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녀가 없다 1 4          .4 .7

1-3세 자녀가 있다 2 57        5.4 9.3

4-7세 자녀가 있다 3 38        3.6 6.2

8-10세 자녀가 있다 4 26        2.5 4.2

11-13세 자녀가 있다 5 46        4.4 7.5

14세 이상의 청소년 또는 성인 자녀가 있다 6 441       42.1 72.1

비해당 NA 435       41.5

1,047    100.0 100.0

문15. 그렇다면 자녀가 있으십니까?

문16. 자녀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가 여럿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14.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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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 1 528       50.4 50.4

여 2 519       49.6 49.6

1,047    100.0 100.0

sq2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14세 2 1          .1 .1

15-19세 3 3          .3 .3

20대 4 177       16.9 16.9

30대 5 244       23.3 23.3

40대 6 222       21.2 21.2

50대 7 204       19.5 19.5

60대 이상 8 196       18.7 18.7

1,047    100.0 100.0

sq3 거주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267       25.5 25.5

부산 2 95        9.1 9.1

대구 3 43        4.1 4.1

인천 4 67        6.4 6.4

광주 5 33        3.2 3.2

대전 6 24        2.3 2.3

울산 7 22        2.1 2.1

경기 8 258       24.6 24.7

강원 9 25        2.4 2.4

충북 10 27        2.6 2.6

충남 11 38        3.6 3.6

전북 12 30        2.9 2.9

전남 13 32        3.1 3.1

경북 14 34        3.2 3.3

경남 15 44        4.2 4.2

제주 16 7          .7 .7

무응답 99 1          .1

1,047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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