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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설문응답일시

==> 데이터 참조

q1 만 5세~만 11세 이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852        100.0     100.0       

852        100.0     100.0       

q2 유치원(이하 어린이집 포함)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5세 이상, 만 11세 이하)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명 1 493        57.9       57.9         

2명 2 334        39.2       39.2         

3명 3 25          2.9         2.9           

852        100.0     100.0       

q3_1 자녀의 만 나이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만 5세 1 241        28.3       28.3         

만 6세 2 143        16.8       16.8         

만 7세 3 157        18.4       18.4         

만 8세 4 72          8.5         8.5           

만 9세 5 55          6.4         6.4           

만 10세 6 79          9.3         9.3           

만 11세 7 105        12.3       12.3         

852        100.0     100.0       

문1. 선생님께서는 만 5세~만 11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문2. 그렇다면  유치원(이하 어린이집 포함)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5세 이상, 만
11세 이하)는 몇 명입니까?

문3. 선생님 자녀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됩니까?(복수응답 가능)
: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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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안전교육 실태조사, 2013

q3_2 자녀의 만 나이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만 6세 2 22          2.6         6.7           

만 7세 3 56          6.5         17.2         

만 8세 4 72          8.5         22.3         

만 9세 5 55          6.5         17.0         

만 10세 6 70          8.2         21.6         

만 11세 7 49          5.8         15.2         

비해당 0 528        62.0       

852        100.0     100.0       

q3_3 자녀의 만 나이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만 9세 5 4            0.5         25.1         

만 10세 6 4            0.4         23.5         

만 11세 7 8            0.9         51.4         

비해당 0 836        98.2       

852        100.0     100.0       

q4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5세 이상, 만 11세 이하)의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여자아이만 있다 1 316        37.1       37.1         

남자아이만 있다 2 358        42.0       42.0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모두 있다 3 177        20.8       20.8         

852        100.0     100.0       

문3. 선생님 자녀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됩니까?(복수응답 가능)
: 두 번째

문3. 선생님 자녀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됩니까?(복수응답 가능)
: 세 번째

문4.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5세 이상, 만 11세 이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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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자녀의 등하교 시 보호자의 동행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거의 매일 1 459        53.9       53.9         

일주일에 3~4회 정도 2 55          6.5         6.5           

일주일에 1~2회 정도 3 56          6.6         6.6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4 86          10.1       10.1         

거의 동행하지 않는다 5 196        23.0       23.0         

852        100.0     100.0       

q6 11세 이하의 아이를 부모 혹은 보호자 없이 집안 혹은 외부에 혼자 두는 것에 대한 생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로 어린 아동을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 1 332        39.0       39.0         

혼자 두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2 383        45.0       45.0         

혼자 두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
이의 독립심, 자립심을 위해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3 128        15.0       15.0         

아이를 혼자 두어도 아무 문제없다 4 8            1.0         1.0           

852        100.0     100.0       

q7_1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1: 등하교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77        56.0       56.0         

그렇다 1 374        44.0       44.0         

852        100.0     100.0       

문5. 귀 댁에서는 자녀의 등하교 시 보호자가 얼마나 자주 동행합니까?

문6. 11세 이하의 아이를 부모 혹은 대리인(보호자) 없이 집안 혹은 외부에 혼자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7. 평소 자녀가 보호자 없이 잠시라도 혼자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1) 등하교길

※ 만 5세 이상, 만 11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설문에 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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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2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2: 학원가는 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47        52.5       52.5         

그렇다 1 404        47.5       47.5         

852        100.0     100.0       

q7_3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3: 심부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712        83.6       83.6         

그렇다 1 140        16.4       16.4         

852        100.0     100.0       

q7_4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4: 놀이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45        64.0       64.0         

그렇다 1 307        36.0       36.0         

852        100.0     100.0       

q7_5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5: 학교 운동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16        72.3       72.3         

그렇다 1 236        27.7       27.7         

852        100.0     100.0       

문7. 평소 자녀가 보호자 없이 잠시라도 혼자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5) 학교 운동장

문7. 평소 자녀가 보호자 없이 잠시라도 혼자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2) 학원가는 길

문7. 평소 자녀가 보호자 없이 잠시라도 혼자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3) 심부름

문7. 평소 자녀가 보호자 없이 잠시라도 혼자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4)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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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6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6: 집 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59        30.4       30.4         

그렇다 1 593        69.6       69.6         

852        100.0     100.0       

q7_7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7: 차 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717        84.1       84.1         

그렇다 1 135        15.9       15.9         

852        100.0     100.0       

q7_8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8: 매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821        96.4       96.4         

그렇다 1 31          3.6         3.6           

852        100.0     100.0       

q7_9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9: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830        97.5       97.5         

그렇다 1 21          2.5         2.5           

852        100.0     100.0       

문7. 평소 자녀가 보호자 없이 잠시라도 혼자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6) 집 안

문7. 평소 자녀가 보호자 없이 잠시라도 혼자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7) 차 안

문7. 평소 자녀가 보호자 없이 잠시라도 혼자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8) 매장

문7. 평소 자녀가 보호자 없이 잠시라도 혼자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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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10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 기타

==> 데이터 참조

q8 아동을 집안 또는 외부에 혼자 두는 경우의 빈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거의 매일 1 312        36.6       36.6         

1주일에 3~4회 정도 2 108        12.6       12.6         

1주일에 1~2회 정도 3 111        13.0       13.0         

1달에 1~2회 정도 4 90          10.6       10.6         

3달에 1~2회 정도 5 32          3.8         3.8           

거의 없다 6 199        23.4       23.4         

852        100.0     100.0       

q9_1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 교육하는 사항1: 특별히 교육해 본 적 없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751        88.1       88.1         

그렇다 1 101        11.9       11.9         

852        100.0     100.0       

q9_2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 교육하는 사항2: 등하교 길에 친구들과 함께하게 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98        70.3       70.3         

그렇다 1 253        29.7       29.7         

852        100.0     100.0       

문8. 귀 댁에서는 아동을 집안 또는 외부에 혼자 두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등교/하
교 시 보호자 없이 다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문9. 평소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 교육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모두 응답
해 주십시오.
1) 특별히 교육해 본 적 없다

문9. 평소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 교육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모두 응답
해 주십시오.
2) 등하교 길에 친구들과 함께하게 한다

문7. 평소 자녀가 보호자 없이 잠시라도 혼자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9) 기타
: 기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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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9        33.9       33.9         

그렇다 1 563        66.1       66.1         

852        100.0     100.0       

q9_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41        28.3       28.3         

그렇다 1 611        71.7       71.7         

852        100.0     100.0       

q9_5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 교육하는 사항5: 집에 온 전화를 부모님 대신 받지 않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64        78.0       78.0         

그렇다 1 187        22.0       22.0         

852        100.0     100.0       

q9_6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 교육하는 사항6: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791        92.9       92.9         

그렇다 1 60          7.1         7.1           

852        100.0     100.0       

문9. 평소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 교육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모두 응답
해 주십시오.
5) 집에 온 전화를 부모님 대신 받지 않는다

문9. 평소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 교육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모두 응답
해 주십시오.
6) 기타

문9. 평소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 교육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모두 응답
해 주십시오.
3)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아무도 없는 척한다

문9. 평소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 교육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모두 응답
해 주십시오.
4) 택배 아저씨, 우편배달부 아저씨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더라도 열어 주지 않는다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 교육하는 사항3: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아무도 없는 척함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 교육하는 사항4: 택배, 우편배달부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해도
열어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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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7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 교육하는 사항: 기타

==> 데이터 참조

q10 자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아동 유괴, 실종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295        34.6       34.6         

없다 2 557        65.4       65.4         

852        100.0     100.0       

q11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 아이들에게 교육하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특별히 교육해 본 적이 없다 1 141        16.5       16.5         

교육하고 있다 2 711        83.5       83.5         

852        100.0     100.0       

q12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모 자신이 잘 몰라서 1 50          5.9         35.8         

유치원/학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2 64          7.5         45.2         

바빠서 3 12          1.4         8.4           

필요성이 없어서 4 12          1.4         8.5           

무응답 99 3            0.4         2.2           

비해당 0 711        83.5       

852        100.0     100.0       

문9. 평소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 교육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모두 응답
해 주십시오.
6) 기타
: 기타내용

문10. 귀하께서는 자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아동 유괴, 실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
습니까?

문11. 귀 댁에서는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
니까?

문11. 귀 댁에서는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
니까?
문12.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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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_1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 기타

==> 데이터 참조

q13_1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내용1: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직접 교육 1 702        82.4       98.8         

교육 안함 2 9            1.0         1.2           

비해당 0 141        16.5       

852        100.0     100.0       

q13_2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내용2: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집주소 외우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직접 교육 1 682        80.0       95.9         

교육 안함 2 29          3.4         4.1           

비해당 0 141        16.5       

852        100.0     100.0       

q13_3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내용3: 외출할 때 부모님 또는 집안에 계신 어른들게 허락 받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직접 교육 1 649        76.2       91.3         

교육 안함 2 62          7.3         8.7           

비해당 0 141        16.5       

852        100.0     100.0       

문11. 귀 댁에서는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
니까?
문12.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타내용

문11. 귀 댁에서는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
니까?
문13. 귀 댁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고 있는 교육 내용
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항이오니, 교육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 후 응답 바랍니다.
1)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기

문11. 귀 댁에서는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
니까?
문13. 귀 댁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고 있는 교육 내용
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항이오니, 교육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 후 응답 바랍니다.
2)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집주소 외우기

문11. 귀 댁에서는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
니까?
문13. 귀 댁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고 있는 교육 내용
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항이오니, 교육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 후 응답 바랍니다.
3) 외출할 때 부모님 또는 집안에 계신 어른들게 허락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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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4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내용4: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 또는 긴급통화(112)에 전화하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직접 교육 1 525        61.7       73.9         

교육 안함 2 186        21.8       26.1         

비해당 0 141        16.5       

852        100.0     100.0       

q13_5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내용5: 아는 사람도 따라가지 말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직접 교육 1 568        66.7       79.9         

교육 안함 2 143        16.8       20.1         

비해당 0 141        16.5       

852        100.0     100.0       

q13_6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내용6: 위기상황에서 큰소리로“안돼요!싫어요!”라고외치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직접 교육 1 669        78.6       94.2         

교육 안함 2 41          4.9         5.8           

비해당 0 141        16.5       

852        100.0     100.0       

문11. 귀 댁에서는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
니까?
문13. 귀 댁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고 있는 교육 내용
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항이오니, 교육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 후 응답 바랍니다.
6) 위기상황에서 큰소리로“안돼요!싫어요!”라고외치기

문11. 귀 댁에서는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
니까?
문13. 귀 댁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고 있는 교육 내용
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항이오니, 교육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 후 응답 바랍니다.
4)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 또는 긴급통화(112)에 전화하기

문11. 귀 댁에서는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
니까?
문13. 귀 댁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고 있는 교육 내용
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항이오니, 교육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 후 응답 바랍니다.
5) 아는 사람도 따라가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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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7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내용7: 친구들과 함께 큰길로 다니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직접 교육 1 517        60.8       72.8         

교육 안함 2 193        22.7       27.2         

비해당 0 141        16.5       

852        100.0     100.0       

q13_8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내용8: 낯선 곳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제자리에서 서기다리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직접 교육 1 592        69.5       83.3         

교육 안함 2 119        14.0       16.7         

비해당 0 141        16.5       

852        100.0     100.0       

q13_9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내용9: 낯선 어른들이 도와 달라고 해도 도와 주지 않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직접 교육 1 506        59.5       71.2         

교육 안함 2 204        24.0       28.8         

비해당 0 141        16.5       

852        100.0     100.0       

문11. 귀 댁에서는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
니까?
문13. 귀 댁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고 있는 교육 내용
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항이오니, 교육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 후 응답 바랍니다.
7) 친구들과 함께 큰길로 다니기

문11. 귀 댁에서는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
니까?
문13. 귀 댁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고 있는 교육 내용
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항이오니, 교육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 후 응답 바랍니다.
8) 낯선 곳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제자리에서 서기다리기

문11. 귀 댁에서는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
니까?
문13. 귀 댁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고 있는 교육 내용
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항이오니, 교육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 후 응답 바랍니다.
9) 낯선 어른들이 도와 달라고 해도 도와 주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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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10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내용10: 낯선 사람으로부터 돈,선물,음식 등을 받지 않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직접 교육 1 611        71.7       86.0         

교육 안함 2 100        11.7       14.0         

비해당 0 141        16.5       

852        100.0     100.0       

q13_11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내용11: 낯선 사람에게 이름,전화번호 알려주지 않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직접 교육 1 596        69.9       83.8         

교육 안함 2 115        13.5       16.2         

비해당 0 141        16.5       

852        100.0     100.0       

q13_12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내용12: 부모님 허락 없이 남의 차에 타거나 남의 집에 따라가지 않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직접 교육 1 651        76.4       91.6         

교육 안함 2 60          7.1         8.4           

비해당 0 141        16.5       

852        100.0     100.0       

문11. 귀 댁에서는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
니까?
문13. 귀 댁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고 있는 교육 내용
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항이오니, 교육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 후 응답 바랍니다.
12) 부모님 허락 없이 남의 차에 타거나 남의 집에 따라가지 않기

문11. 귀 댁에서는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
니까?
문13. 귀 댁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고 있는 교육 내용
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항이오니, 교육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 후 응답 바랍니다.
10) 낯선 사람으로부터 돈,선물,음식 등을 받지 않기

문11. 귀 댁에서는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
니까?
문13. 귀 댁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고 있는 교육 내용
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항이오니, 교육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 후 응답 바랍니다.
11) 낯선 사람에게 이름,전화번호 알려주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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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13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내용13: 차에 탄 낯선 사람이 길을 물을 때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직접 교육 1 365        42.9       51.4         

교육 안함 2 346        40.6       48.6         

비해당 0 141        16.5       

852        100.0     100.0       

q14_1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방법1: 대화로만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23        26.2       26.2         

그렇다 1 629        73.8       73.8         

852        100.0     100.0       

q14_2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방법2: 영상물이나 책을 통해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91        81.1       81.1         

그렇다 1 161        18.9       18.9         

852        100.0     100.0       

q14_3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방법3: 역할극을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93        81.3       81.3         

그렇다 1 159        18.7       18.7         

852        100.0     100.0       

문11. 귀 댁에서는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
니까?
문13. 귀 댁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고 있는 교육 내용
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항이오니, 교육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 후 응답 바랍니다.
13) 차에 탄 낯선 사람이 길을 물을 때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문14. 가정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사
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대화로만 한다

문14. 가정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사
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2) 영상물이나 책을 통해 한다

문14. 가정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사
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3) 역할극을 한다

13



A1-2013-0016
자녀 안전교육 실태조사, 2013

q14_4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방법4: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827        97.1       97.1         

그렇다 1 25          2.9         2.9           

852        100.0     100.0       

q14_5 유괴/실종을 대비한 교육방법: 기타

==> 데이터 참조

q15 유괴, 실종 관련 교육의 출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어린 시절 받았던 교육을 바탕으로 1 33          3.9         4.7           

통상적인 상식으로 2 203        23.9       28.6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보내준 안내문 3 154        18.1       21.7         

인터넷 4 30          3.5         4.2           

방송 5 278        32.7       39.1         

신문 6 1            0.1         0.1           

주변사람 7 2            0.2         0.3           

무응답 99 10          1.1         1.4           

비해당 0 141        16.5       

852        100.0     100.0       

q15_1 유괴, 실종 관련 교육의 출처: 기타

==> 데이터 참조

문14. 가정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사
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4) 기타
: 기타내용

문15. 유괴, 실종 관련 교육은 주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하셨습니까?

문15. 유괴, 실종 관련 교육은 주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하셨습니까?
: 기타내용

문14. 가정에서 아동의 유괴, 실종을 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사
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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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자녀를 대상으로한 유괴, 실종 관련 예방 교육 빈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거의 매일 1 35          4.1         4.9           

1주일에 3~4회 정도 2 78          9.1         10.9         

1주일에 1~2회 정도 3 111        13.1       15.7         

1달에 1~2회 정도 4 291        34.2       41.0         

3달에 1~2회 정도 5 152        17.8       21.3         

거의 하지 않는다 6 44          5.2         6.2           

비해당 0 141        16.5       

852        100.0     100.0       

q17 자녀 혼자 있을 때 부모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행동하라고 얘기하는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엄마아빠 혹은 집에 전화한다 1 455        53.5       53.5         

가까운 친척에게 전화한다 2 35          4.1         4.1           

그 정보를 알려준 사람을 따라간다 3 0            0.0         0.0           

집에 가 있으라고 한다 4 20          2.3         2.3           

특별히 어떻게 행동하라고 약속한 것이 없다 5 341        40.1       40.1         

852        100.0     100.0       

q18 자녀와 위기상황(폭력, 성희롱, 유괴 등)에 관한 주제의 대화 빈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주 한다 1 155        18.2       18.2         

가끔 한다 2 541        63.5       63.5         

거의 하지 않는다 3 155        18.3       18.3         

852        100.0     100.0       

문16. 평소 가정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유괴, 실종에 관련 예방 교육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
까?

문17. 평소 자녀에게, 혼자 있을 때 부모님의 신변에 무슨 일(부모의 교통 사고, 입원, 집에
불이남 등)이 생겼다고 누군가가 말하면 어떻게 행동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문18. 평소 자녀와 위기상황(폭력, 성희롱, 유괴 등)에 관한 주제로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십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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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평소 자녀와 속마음이나 비밀 이야기 등을 공유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주 한다 1 378        44.4       44.4         

가끔 한다 2 376        44.2       44.2         

거의 하지 않는다 3 97          11.4       11.4         

852        100.0     100.0       

q20 아동 사전 등록제에 대한 인지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잘 알고 있다 1 362        42.5       42.5         

들어 본 적은 있지만 자세한 건 모른다 2 350        41.1       41.1         

잘 모른다 3 139        16.3       16.3         

852        100.0     100.0       

q21 자녀의 아동 사전 등록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등록했다 1 308        36.1       36.1         

등록하지 않았다 2 544        63.9       63.9         

852        100.0     100.0       

q22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쳐 가장 필요한 대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차원의 예방교육 강화 1 82          9.7         9.7           

부모나 지역주민을 활용한 지킴이단 결성 2 78          9.1         9.1           

방과 후 아동보호기관의 증설 3 108        12.7       12.7         

경찰관 등의 방범 순찰의 강화 4 86          10.1       10.1         

아동안전에 관련된 법률의 강화 5 261        30.6       30.6         

CCTV, 가로등 설치 등 물리적 환경의 강화 6 199        23.4       23.4         

어린아동을 혼자 두는 것에 대한 규제 강화 7 37          4.4         4.4           

852        100.0     100.0       

문19. 평소 자녀와 속마음이나 비밀 이야기 등을 공유하십니까?

문20. 아동 사전 등록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문21. 귀 댁의 자녀는 아동 사전 등록제에 등록하셨습니까?

문22.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쳐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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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거주하는 지역 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도시 1 505        59.3       59.3         

중소도시 2 255        29.9       29.9         

읍면지역 3 92          10.8       10.8         

852        100.0     100.0       

q24 맞벌이 vs 혼자벌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맞벌이 1 384        45.1       45.1         

혼자벌이 2 457        53.7       53.7         

기타 3 11          1.3         1.3           

852        100.0     100.0       

q25 가족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핵가족(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만으로 이루어
진 가족)

1 715        83.9       83.9         

대가족(자녀들이 결혼해도 따로 나가 살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

2 137        16.1       16.1         

852        100.0     100.0       

sex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 1 8            1.0         1.0           

여 2 843        99.0       99.0         

852        100.0     100.0       

문25. 선생님 댁의 가족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문2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문24. 선생님 댁의 부부는 맞벌이 또는 혼자벌이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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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4 3            0.3         0.3           

30대 5 473        55.5       55.5         

40대 6 371        43.5       43.5         

50대 7 5            0.6         0.6           

852        100.0     100.0       

education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학교 재학 1 1            0.1         0.1           

초등학교 졸업 2 2            0.2         0.2           

고등학교 재학 5 0            0.1         0.1           

고등학교 졸업 6 409        48.0       48.0         

대학(전문대) 재학 7 4            0.4         0.4           

대학(전문대) 졸업 8 98          11.5       11.5         

대학(4년제) 재학 9 17          2.0         2.0           

대학(4년제) 졸업 10 261        30.6       30.6         

대학원 석사 재학 11 1            0.1         0.1           

대학원 석사 졸업 12 51          6.0         6.0           

대학원 박사 재학 13 0            0.0         0.0           

대학원 박사 졸업 14 3            0.4         0.4           

무응답 99 5            0.5         0.5           

852        100.0     100.0       

occupation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회사원 1 183        21.5       21.5         

자영업 2 17          2.0         2.0           

대학생 6 15          1.8         1.8           

대학원생 7 3            0.4         0.4           

전업주부 8 435        51.1       51.1         

공무원 9 9            1.1         1.1           

교직자 10 51          6.0         6.0           

전문직 11 30          3.5         3.5           

의료인 12 7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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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14 0            0.0         0.0           

언론인 15 0            0.0         0.0           

농/축/수산/임업 16 0            0.1         0.1           

금융/증권/보험 17 4            0.4         0.4           

유통 18 22          2.6         2.6           

정보통신 19 0            0.1         0.1           

건설 20 0            0.0         0.0           

제조 21 17          2.0         2.0           

서비스 22 24          2.9         2.9           

스포츠 23 0            0.0         0.0           

예술가 26 4            0.4         0.4           

부동산 27 1            0.1         0.1           

일용직 29 1            0.1         0.1           

무직 30 3            0.3         0.3           

무응답 99 23          2.8         2.8           

852        100.0     100.0       

marriage2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혼 1 2            0.2         0.2           

기혼(재혼 포함) 2 818        96.1       96.1         

사별 3 1            0.1         0.1           

이혼 4 30          3.6         3.6           

852        100.0     100.0       

income1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모름 0 23          2.8         2.8           

0~100만원 미만 1 24          2.8         2.8           

100~200만원 미만 2 137        16.1       16.1         

200~300만원 미만 3 197        23.2       23.2         

300~400만원 미만 4 229        26.9       26.9         

400~500만원 미만 5 112        13.2       13.2         

500~600만원 미만 6 57          6.7         6.7           

600~700만원 미만 7 16          1.9         1.9           

700~800만원 미만 8 26          3.1         3.1           

800만원 이상 9 29          3.4         3.4           

852        100.0     100.0       

19



A1-2013-0016
자녀 안전교육 실태조사, 2013

income2 월평균 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모름 0 105        12.3       12.3         

0~100만원 미만 1 373        43.8       43.8         

100~200만원 미만 2 196        23.1       23.1         

200~300만원 미만 3 96          11.3       11.3         

300~400만원 미만 4 53          6.3         6.3           

400~500만원 미만 5 26          3.0         3.0           

500~600만원 미만 6 1            0.2         0.2           

600~700만원 미만 7 1            0.1         0.1           

700~800만원 미만 8 0            0.0         0.0           

852        100.0     100.0       

area 조사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200        23.5       23.5         

부산 2 71          8.3         8.3           

인천 3 61          7.1         7.1           

대구 4 59          6.9         6.9           

광주 5 10          1.1         1.1           

대전 6 17          2.0         2.0           

울산 7 5            0.6         0.6           

경기 8 260        30.6       30.6         

강원 9 11          1.3         1.3           

충북 10 5            0.6         0.6           

충남 11 54          6.4         6.4           

전북 12 11          1.3         1.3           

전남 13 16          1.8         1.8           

경북 14 34          4.0         4.0           

경남 15 36          4.3         4.3           

제주 16 2            0.2         0.2           

852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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