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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성 1 1,139    56.4      56.4      

여성 2 879       43.6      43.6      

2,018    100.0    100.0    

age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1 2          0.1        0.1        

30대 2 334       16.6      16.6      

40대 3 1,411    69.9      69.9      

50대 4 240       11.9      11.9      

60대 이상 5 31        1.5        1.5        

2,018    100.0    100.0    

ara 거주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517       25.6      25.6      

부산 2 143       7.1        7.1        

대구 3 93        4.6        4.6        

인천 4 145       7.2        7.2        

광주 5 63        3.1        3.1        

대전 6 64        3.2        3.2        

울산 7 33        1.6        1.6        

경기 8 538       26.7      26.7      

강원 9 37        1.8        1.8        

충북 10 41        2.0        2.0        

충남 11 60        3.0        3.0        

전북 12 55        2.7        2.7        

전남 13 50        2.5        2.5        

경북 14 74        3.7        3.7        

경남 15 90        4.5        4.5        

제주 16 10        0.5        0.5        

세종 17 5          0.2        0.2        

2,018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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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 거주지 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1 1,091    54.1      54.1      

중소도시 (시) 2 806       39.9      39.9      

농어촌, 산간지역 (군,읍,면) 3 121       6.0        6.0        

2,018    100.0    100.0    

edu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544       27.0      27.0      

대학교 재학/졸업 4 1,221    60.5      60.5      

대학원 재학/졸업 5 253       12.5      12.5      

2,018    100.0    100.0    

inc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0만원 미만 1 15        0.7        0.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 135       6.7        6.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316       15.7      15.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 491       24.3      24.3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 428       21.2      21.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 278       13.8      13.8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7 148       7.3        7.3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8 85        4.2        4.2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9 47        2.3        2.3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 35        1.7        1.7        

1000만원 이상 11 40        2.0        2.0        

2,018    100.0    100.0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귀하댁의 한달 가계수입(세전 소득)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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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업체 경영주 1 8          0.4        0.4        

자영업주 2 169       8.4        8.4        

전문직/준전문직 3 251       12.4      12.4      

관리직 4 110       5.5        5.5        

사무직 5 671       33.3      33.3      

서비스직 6 83        4.1        4.1        

기술/기능직 7 145       7.2        7.2        

판매직 8 23        1.1        1.1        

생산직 9 22        1.1        1.1        

농/임/어/축산업 10 15        0.7        0.7        

군인,경찰 11 16        0.8        0.8        

학생 12 7          0.3        0.3        

전업주부 13 418       20.7      20.7      

무직/실업상태 14 22        1.1        1.1        

기타 15 58        2.9        2.9        

2,018    100.0    100.0    

sq1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혼 2 1,937    96.0      96.0      

이혼/사별 3 81        4.0        4.0        

2,018    100.0    100.0    

sq2 응답자 자녀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학생 저학년 (1학년-3학년) 2 348       17.2      17.2      

초등학생 고학년 (4학년-6학년) 3 407       20.2      20.2      

중학생 4 544       27.0      27.0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SQ1. 선생님의 현재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SQ2. 선생님께서는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자
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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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5 719       35.6      35.6      

2,018    100.0    100.0    

sq3 자녀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1,000    49.6      49.6      

여자 2 1,018    50.4      50.4      

2,018    100.0    100.0    

sq4 자녀 개인용 스마트폰 보유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1,000    100.0    100.0    

2,018    100.0    100.0    

q01 자녀 개인용 스마트폰 구입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녀와의 연락을 위해 1 757       37.5      37.5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 2 395       19.6      19.6      

유익하게 활용하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 168       8.3        8.3        

자녀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 390       19.3      19.3      

사주지 않으면 자녀가 기죽을 것 같아서 5 94        4.7        4.7        

자녀가 졸라서 어쩔 수 없이 6 165       8.2        8.2        

친척, 이웃, 친구 등이 자녀에게 선물해 주어서 7 20        1.0        1.0        

기타 99 29        1.4        1.4        

2,018    100.0    100.0    

문1.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해 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SQ3. 앞에서 응답하신 자녀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SQ4.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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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1t 자녀 개인용 스마트폰 구입 이유: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89    98.6      98.6      

공폰이 생겨서 1          0.0        0.0        

당시 스마트폰이 퍼지면서 피쳐폰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
이었음

1          0.0        0.0        

대입 수시 접수관계로 1          0.0        0.0        

동영상 강의를 듣기 위해서 1          0.0        0.0        

맞벌이 부부라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1          0.0        0.0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1          0.0        0.0        

본인 것이 아니라 부모님 것 1          0.0        0.0        

선생님이 톡으로 친구들을 부르라는 소리를 듣고. 1          0.0        0.0        

스마트폰이 없으면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을 것 같아서 1          0.0        0.0        

쓰던 일반폰이 고장나서 내가 쓰던 스마트폰에 줌 1          0.0        0.0        

아이와의 연락과 위치확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용도 1          0.0        0.0        

엄마폰 중고사용 1          0.0        0.0        

여러 상황, 중학교 입학과 동시 (연락,긴급체계,사회흐름
등)

1          0.0        0.0        

적당한 피처폰이 없어서 1          0.0        0.0        

제가 사 준 것이 아니라 전부인이 사준 것입니다. 1          0.0        0.0        

중학생 되면 사주기로 약속해서 1          0.0        0.0        

중학생 되면 사준다는 약속을 해서 1          0.0        0.0        

직장생활을 하기때문에 아이 위치파악등 안전을 이유로 1          0.0        0.0        

직장을 다녀서 연락망 1          0.0        0.0        

통신 연락용으로 구입한건데 시대에 조금 맞추는 것도 좋
을 듯함

1          0.0        0.0        

폰은 사주지 않았고 부모폰으로 게임이나 검색 하는 중 1          0.0        0.0        

폴더폰 구입이 어려워 1          0.0        0.0        

피처폰의 구입금액이 스마트폰과 차이가 없어서 1          0.0        0.0        

필수품인거 같아서 1          0.0        0.0        

학교 공지사항이 카톡으로 알려줌 1          0.0        0.0        

학교 전체카톡 때문에 1          0.0        0.0        

학교공지사항이 카톡으로 전달될 때가 많아서 1          0.0        0.0        

학교성적 향상에 대한 보상 1          0.0        0.0        

학급과 동아리 전달사항을 카톡으로 전달받기 때문에 1          0.0        0.0        

2,018    100.0    100.0    

문1.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해 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 기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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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2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 및 관리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1,572    77.9      77.9      

아니오 2 446       22.1      22.1      

2,018    100.0    100.0    

q03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 및 관리가 없는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어떻게 자녀를 지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몰라
서

1 58        2.9        13.0      

내 자신이 자녀보다 스마트 미디어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2 41        2.0        9.2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3 39        1.9        8.7        

자녀 스스로 올바르게 잘 사용할 것이라고 믿어서 4 251       12.4      56.3      

특별히 없다 5 40        2.0        9.0        

기타 99 17        0.8        3.8        

비해당 -1 1,572    77.9      

2,018    100.0    100.0    

q03t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 및 관리가 없는 이유: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01    99.2      99.2      

가끔 보는데 게임동영상과 게임만 하고 있다. 1          0.0        0.0        

간섭 받고 감시 당하는것 같다고 싫어해서 포기함 1          0.0        0.0        

말로 해봐야 소용없어서 1          0.0        0.0        

몇번 얘기했는데 귀찮아 해서 1          0.0        0.0        

백날 떠들어 봐야 안들으니까 가끔식 일찍 자라고 한다 1          0.0        0.0        

부모인 나자신도 스마트폰에 중독인것 같아서 1          0.0        0.0        

사춘기 자녀를 다루기 힘들어서 1          0.0        0.0        

사춘기라 스마트사용에 대해 예민하므로 1          0.0        0.0        

사춘기여서 지도하였다간, 싸우게 돼서 1          0.0        0.0        

문2. 평소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하거나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문3.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3.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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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이가 아니라서 알아서 하려니 한다 1          0.0        0.0        

이제 너무 커버려서 부모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 해서 1          0.0        0.0        

이혼을 하여서 자주 만나지 못 합니다 1          0.0        0.0        

자녀가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주기 싫어서 1          0.0        0.0        

중학생이라 못하게 하면 더 엇나갈것 같아서 1          0.0        0.0        

지도하면 부모와 자식간의 싸움이 생기고 방임중 1          0.0        0.0        

지도해도 계속해서 사용함 1          0.0        0.0        

지도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1          0.0        0.0        

2,018    100.0    100.0    

q04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지도 시 가장 중점을 두는 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과도한 사용 시간의 제한 1 1,220    60.5      77.6      

불건전한 사용 내용의 제한 2 265       13.1      16.9      

정보검색 등 활용 능력의 배양 3 80        4.0        5.1        

기타 99 7          0.3        0.4        

비해당 -1 446       22.1      

2,018    100.0    100.0    

q04t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지도 시 가장 중점을 두는 점: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11    99.7      99.7      

게임 1          0.0        0.0        

게임의 무한시간사용 1          0.0        0.0        

늘 분실하지 말자 당부 1          0.0        0.0        

시간과 장소의 제한, 정보검색, 친구들과의 사교성 도모 1          0.0        0.0        

식사중 사용금지 1          0.0        0.0        

인터넷 접속 제한 1          0.0        0.0        

저녁 늦게까지 보고 있음. 그럴만한 시간대비 가치가 있
을까

1          0.0        0.0        

2,018    100.0    100.0    

문4. 그렇다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점은 무엇입니까?

문4. 그렇다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점은 무엇입니까?
: 기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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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5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지도 시 가장 큰 어려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어떻게 자녀 지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
르겠다

1 216       10.7      13.7      

내 자신이 자녀보다 스마트 미디어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2 117       5.8        7.4        

자녀가 스마트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어렵다

3 440       21.8      28.0      

지도를 해도 자녀가 잘 따르지 않는다 4 506       25.1      32.2      

특별히 없다 5 266       13.2      16.9      

무응답 88 3          0.1        0.2        

기타 99 24        1.2        1.5        

비해당 -1 446       22.1      

2,018    100.0    100.0    

q05t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지도 시 가장 큰 어려움: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94    98.8      98.8      

게임에너무빠져있다 1          0.0        0.0        

게임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어렵다. 1          0.0        0.0        

내자신이 더 많이 사용하다보니 할말이없다 1          0.0        0.0        

너무 오래 가지고 있을까봐서 1          0.0        0.0        

단체톡같은 반톡이 필요이상으로 늦은시간 많이 옴 1          0.0        0.0        

무엇이든 저지르고 본다 1          0.0        0.0        

무절제한 사용시간 1          0.0        0.0        

부모가 보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1          0.0        0.0        

부모가 없는 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1          0.0        0.0        

사용시간 문제로 가끔 마찰 1          0.0        0.0        

사용시간 제한 1          0.0        0.0        

시간 통제가 잘안된다 1          0.0        0.0        

시간을 정해 하도록 한다 1          0.0        0.0        

시간제한등의 규정을 어길때 제제를 가하는 방법 1          0.0        0.0        

시간조절 1          0.0        0.0        

심심하거나 한가할때 저절로 폰을 들고 시간가는 줄 모름 1          0.0        0.0        

문5.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문5.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기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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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스마트폰에 100%의 전력투구를하지 않게 만듬 1          0.0        0.0        

알아서하는 편이고 과하게 하는 모습을 못봄 1          0.0        0.0        

웹검색시 청소년에 대한 제약이 없는점 1          0.0        0.0        

유용한 것 보다 현재 유익하지 못한 기능으로 많이 사용
하고 있다

1          0.0        0.0        

유해 사이트 사용 여부를 확인 하기가 어렵다 1          0.0        0.0        

자녀한테있어 스마트폰은 부모와의 눈맞춤보다 더급급하
다

1          0.0        0.0        

중독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1          0.0        0.0        

지도에 따라 잘 듣는 편이다 1          0.0        0.0        

2,018    100.0    100.0    

q06 자녀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352       17.4      22.4      

아니오 2 1,220    60.5      77.6      

비해당 -1 446       22.1      

2,018    100.0    100.0    

q07 자녀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효율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효과가 없다 1 14        0.7        4.0        

효과가 없는 편이다 2 57        2.8        16.2      

보통이다 3 143       7.1        40.6      

효과가 있는 편이다 4 116       5.7        33.0      

매우 효과가 있다 5 22        1.1        6.3        

비해당 -1 1,666    82.6      

2,018    100.0    100.0    

문6. 자녀의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
까?

문7. 그렇다면 자녀의 스마트폰 관리용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은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느끼
셨습니까?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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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8 자녀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런게 있는지 몰라서 1 368       18.2      30.2      

설치, 작동 방법이 어려워서 2 70        3.5        5.7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3 211       10.5      17.3      

자녀 스스로 조절할 것이라고 믿어서 4 436       21.6      35.7      

특별히 없다 5 105       5.2        8.6        

기타 99 30        1.5        2.5        

비해당 -1 798       39.5      

2,018    100.0    100.0    

q08t 자녀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88    98.5      98.5      

간섭을 싫어해서 1          0.0        0.0        

감시 자체가 아이에게 안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1          0.0        0.0        

감시받는 느낌이 들면 기분 나쁠것 같아서 1          0.0        0.0        

강제로 할거였다면 스마트폰을 주지말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1          0.0        0.0        

강제적인 것보다 지속적인 자율성 고취 1          0.0        0.0        

거부해서 1          0.0        0.0        

고등학생이라 효과가 없을것 같아서 1          0.0        0.0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용 하지 않기 때문에 1          0.0        0.0        

너무 제어를 하면 튕겨 나갈까봐. 대화로 하는게 좋음. 1          0.0        0.0        

데이타 사용 못하게 함 1          0.0        0.0        

몰랐다 1          0.0        0.0        

발전적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1          0.0        0.0        

부모의 과도한 통제에 따른 부작용 우려 1          0.0        0.0        

사용하다가 아들이 해제하는 법을 다 알고 있다 1          0.0        0.0        

설치시 불편함이 많아서 1          0.0        0.0        

수시로 아이에게 유해한 것은 알려주며, 스스로 조절하고
판단하게끔

1          0.0        0.0        

문8. 자녀의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 기타내용

문8. 자녀의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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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이 과다하지 않게 조절을 잘하는 편 1          0.0        0.0        

아이의 반발심이 염려되어 1          0.0        0.0        

아직은 이야기하면 잘 따라와줘서 1          0.0        0.0        

자녀 스스로 통제 및 조절하며 사용하는 기회, 힘을 길러
주려고

1          0.0        0.0        

자녀가 기분나빠할 것 같아서 1          0.0        0.0        

자녀의 동의 없이 강제적인 방법을 쓰고싶지 않아서 1          0.0        0.0        

자녀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 1          0.0        0.0        

자녀의 반항이 심할 것 같아서 1          0.0        0.0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것 같아서 1          0.0        0.0        

자신이 조절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위해 1          0.0        0.0        

패턴으로 잠금장치 되어 있어 동의 없이 설치가 불가능 1          0.0        0.0        

필요하지 않다 1          0.0        0.0        

핸드폰 비번으로 1          0.0        0.0        

효과가 없겠지만 스스로 조절하는게 중요하다고 믿음 1          0.0        0.0        

2,018    100.0    100.0    

q09 자녀 스마트폰 구입 후 부모의 지도방법에 대한 안내 및 교육 받은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219       10.9      10.9      

아니오 2 1,799    89.1      89.1      

2,018    100.0    100.0    

q10 자녀 스마트폰 구입 후 부모의 지도방법에 대한 안내 및 교육 받은 경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녀의 학교, 교육청 등 교육당국으로부터 1 72        3.6        32.9      

통신사 또는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로부터 2 10        0.5        4.6        

TV 방송 프로그램이나 신문 기사 등 미디어를 통해 3 65        3.2        29.7      

스스로 인터넷, 도서 등의 자료를 찾거나 공부하여서 4 34        1.7        15.5      

청소년 센터, 복지 센터 등 사회 기관을 통해서 5 22        1.1        10.0      

주위 사람으로부터 6 13        0.6        5.9        

기타 99 3          0.1        1.4        

비해당 -1 1,799    89.1      

2,018    100.0    100.0    

문9. 자녀의 스마트폰 구입 후 자녀의 바른 사용을 위해 부모로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10.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지도해야하는 지와 관련한 안
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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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t 자녀 스마트폰 구입 후 부모의 지도방법에 대한 안내 및 교육 받은 경로: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15    99.9      99.9      

내가 스스로-본인이 미디어 교육 강사 1          0.0        0.0        

종교교육을 통해 1          0.0        0.0        

회사 소양교육으로 서울시교육청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1          0.0        0.0        

2,018    100.0    100.0    

q1101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염려하는 부작용: 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시력 저하, 거북목 증후군 등 신체적 이상 1 466       23.1      23.1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 인지 능력 저하 2 181       9.0        9.0        

사교성 저하, 자제력 저하 등 정서적 악영향 3 113       5.6        5.6        

성인물, 도박게임 등 유해 콘텐츠나 사이트 접촉 4 237       11.7      11.7      

과다 사용으로 인한 학업 성적 저하 5 435       21.6      21.6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 일상 생활 부적응 6 348       17.2      17.2      

과다한 통신비의 지출 7 75        3.7        3.7        

보이스 피싱, 소액결제 사기, 인터넷 사기 등의 통신 범죄
노출

8 130       6.4        6.4        

특별히 없다 9 33        1.6        1.6        

2,018    100.0    100.0    

q1102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염려하는 부작용: 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시력 저하, 거북목 증후군 등 신체적 이상 1 355       17.6      17.6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 인지 능력 저하 2 272       13.5      13.5      

사교성 저하, 자제력 저하 등 정서적 악영향 3 157       7.8        7.8        

성인물, 도박게임 등 유해 콘텐츠나 사이트 접촉 4 285       14.1      14.1      

문10.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지도해야하는 지와 관련한 안
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 기타내용

문11.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걱정되는 부작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1 순위

문11.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걱정되는 부작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2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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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사용으로 인한 학업 성적 저하 5 346       17.1      17.1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 일상 생활 부적응 6 354       17.5      17.5      

과다한 통신비의 지출 7 88        4.4        4.4        

보이스 피싱, 소액결제 사기, 인터넷 사기 등의 통신 범죄
노출

8 121       6.0        6.0        

특별히 없다 9 40        2.0        2.0        

2,018    100.0    100.0    

q12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시 대처방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단말기를 압수하거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등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1 768       38.1      38.1      

체벌을 하겠다 2 26        1.3        1.3        

체벌 외의 훈육을 통해 주의를 주겠다 3 274       13.6      13.6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화를 하겠다 4 644       31.9      31.9      

학교 선생님이나 관련 기관의 상담, 도움을 요청하겠다 5 163       8.1        8.1        

자녀가 알아서 할 때까지 내버려 두겠다 6 66        3.3        3.3        

잘 모르겠다 7 59        2.9        2.9        

기타 99 18        0.9        0.9        

2,018    100.0    100.0    

q12t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시 대처방안: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00    99.1      99.1      

2G 폰으로 교체 1          0.0        0.0        

2G로 된 핸드폰을 사용하게 하겠습니다 1          0.0        0.0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로 관심을 돌려보려노력한다 1          0.0        0.0        

구형 피처폰으로 교체 1          0.0        0.0        

단말기를 2G폰으로 바꾼다 1          0.0        0.0        

대화후 잘못한것에 대한 적당한 훈육 1          0.0        0.0        

밤이 되면 아이들이 다 폰을 내기때문에 그런 염려 없다 1          0.0        0.0        

상황에 따라 달라질거 같다 1          0.0        0.0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다 1          0.0        0.0        

문12.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과몰입이나 학업성적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타내용

문12.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과몰입이나 학업성적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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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1          0.0        0.0        

위의 보기를 다 겪었다..포기 1          0.0        0.0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할 일입니다. 1          0.0        0.0        

자녀가 알아서 할 때까지 기회를 주고 추후 통신서비스
해지 할

1          0.0        0.0        

자녀와 대화후 제제를 가할것이다 1          0.0        0.0        

자녀와의 타협을 통한 사용 통제 1          0.0        0.0        

통신비를 제한하여 월10,000원 이상 사용시 자동차단 1          0.0        0.0        

학업 성적은 상관 없다. 지 인생 지가 사는거니까. 1          0.0        0.0        

훈육과 스스로 해결하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1          0.0        0.0        

2,018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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