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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는 KBS가 보다 나은 어린이 방송을 만들기 위해 영유아나 어린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 대상으로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행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

답은 좋은 어린이 방송을 만드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

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연령(만1~초등학생)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아

이를 기준으로 설문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KBS방송문화연구소

* 본 설문은 만1세~12세 연령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아

이를 기준으로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자료번호 : A1-2011-0054

          자 료 명 : 아동 TV시청행태 조사

 

문1. 귀하는 만1세~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설문 종료)

문2. 귀하의 자녀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1세~12세 연령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의 나이를 응답해 주세

요.)

1) 만1~3세 

2) 만4~6세 

3) 만7~9세   

4) 만10~12세 

문3. 해당 자녀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1) 남자

2)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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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 위

(6-1 )

2순 위

(6-2 )
1 ) KBS1  어 린 이  프 로 그 램

2) KBS2  어 린 이  프 로 그 램

3) M BC  어 린 이  프 로 그 램

4) SBS  어 린 이  프 로 그 램

5) EBS  어 린 이  프 로 그 램

6) 투 니 버 스

7) 챔 프  TV

1순 위

(7-1 )

2순 위

(7-2 )
1 ) KBS1  어 린 이  프 로 그 램

2) KBS2  어 린 이  프 로 그 램

3) M BC  어 린 이  프 로 그 램

4) SBS  어 린 이  프 로 그 램

5) EBS  어 린 이  프 로 그 램

6) 투 니 버 스

7) 챔 프  TV

문4. 현재 어린이 프로그램 시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자녀가 가장 선호하는 매체는 무엇입니

까? 아이가 너무 어린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 권장하는 매체를 응답해 주십시오.

1) 지상파 TV (KBS, MBC, EBS, SBS)

2) 케이블-위성 TV (투니버스, 챔프 TV 등)

3) IPTV

4) 인터넷

5) DVD

6) 모바일 매체

문5. 귀하의 자녀는 평소 텔레비전을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시청합니까? 

1) 30분 미만

2) 30분~1시간 미만

3) 1~2시간 미만

4) 2~3시간 미만

5) 3~4시간 미만

6) 4시간 이상

문6. 현재 어린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모님께서 가장 선호하는 채널은 어떤 채널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아래 보기에 입력해 주세요.  (2개 선택)

문7. 그렇다면 귀댁의 자녀가 가장 선호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관련 채널은 어떤 채널입니

까?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아래 보기에 입력해 주세요.  (2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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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13-1)

2순위

(13-2)

3순위

(13-3)

1) 오전 7시 ~ 오전 8시

2) 오전 8시 ~ 오전 9시

3) 오전 9시 ~ 오전 10시

4) 오후 3시 ~ 오후 4시

문8. 현재 KBS에서 방송되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린이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1) 매우 적합하다

2) 대체로 적합하다

3) 대체로 적합하지 않다

4) 전혀 적합하지 않다

5) 잘 모름/시청안함(▶ 문 11로)

문9. 현재 KBS에서 방송되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보다 편수를 더 줄여야 한다

2) 현재 편수가 적당하다

3) 지급보다 편수를 더 늘려야 한다(▶ 문11로)

 

문10. KBS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수가 적당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1) 지상파 TV 이외 다른 매체(케이블TV 및 인터넷 등)로도 충분하다

2) 어린이 프로그램이 어린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현재 KBS의 어린이프로그램과 교양/예능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하다

4) 기타(                 )

문11. 귀댁의 자녀가 가장 선호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는 무엇입니까?

1) 만화/애니메이션   

2) 교양/교육 프로그램   

3) 인형극   

4) 어린이 드라마  

5) 기타(          )  

문12. 현재 KBS에서 방송되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은 주로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방송

됩니다. 이 시간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적절하다

2) 적절하지 않다

문13. 구체적으로 귀하의 자녀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송 시간대가 

언제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아래 보기에 입력해 주세요.  (3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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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후 4시 ~ 오후 5시

6) 오후 5시 ~ 오후 6시

7) 오후 6시 ~ 오후 7시

  

문14. 그렇다면 귀하의 자녀가 등하교 시간, 학원 활동, 여가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자녀가 실제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현실적으로 

시청 가능한 시간대를 모두 응답해 주세요.

1) 오전 7시 ~ 오전 8시

2) 오전 8시 ~ 오전 9시

3) 오전 9시 ~ 오전 10시

4) 오후 3시 ~ 오후 4시

5) 오후 4시 ~ 오후 5시

6) 오후 5시 ~ 오후 6시

7) 오후 6시 ~ 오후 7시

  

문15. 귀하의 자녀가 보는 텔레비전 채널은 주로 누가 선택합니까?

1) 부모가 정해준다

2) 자녀가 선택한다

3) 부모와 자녀가 상의해서 한다

문16. 귀댁의 자녀가 텔레비전을 볼 때 주로 누구와 시청합니까?

1) 자녀 혼자 본다

2)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본다

3) 주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본다

4) 친구와 함께 본다

5) 온가족이 함께 본다

6) 기타(친정이나 친가부모 등 아이를 돌보는 분)

문17. 귀하께서 자녀가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최우선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자녀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2) 자녀의 인성 함양

3) 자녀가 좋아하거나 재미있어 하는 것

4) 프로그램의 평판

5) 기타

문18. 어린이 프로그램 중 어떠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더 많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까?

1) 만화/애니메이션   

2) 교양/교육 프로그램   

3) 인형극   

4) 어린이 드라마  

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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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 귀하의 가정에서 취업하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자영업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편만 직장에 다님

2) 아내만 직장에 다님

3) 부부가 맞벌이함

4) 부부가 다 직장에 다니지 않음

문20. KBS에서는 영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시청행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준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어린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

신 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는 인터뷰에 응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희망자 중에서 KBS제작진이 선정하여 추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인터뷰 의향이 

없으신 경우 '아니오'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 설문종료)

문21. 인터뷰 섭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섭외에 응해 주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하여 KBS제작진이 별도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인터뷰 섭외를 위해 성함과 전화번

호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