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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개 시 유치원에 입소한 아동  5~6세아 부모들을 상으로 카시트 착용 황과 련요

인에 한 실태를 악하여 어린이 안 의식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한 연구이다

연구 상은 2008년 09월22~09월29일까지 일개 시 유치원 5개소 입소한 아동  5~6세아 부모 189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다. 연구결과 유아 연령이 낮고(p=0.128), 남자이며(p=0.474), 어

머니의 연령이 30  이하(p=0.294)일수록 유아 보호용 장구의 착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

니의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p=0.009), 아버지 직업(p=0.010)이 사무, 서비스직에 종사자 집단에서 유아 

보호용 장구 착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 유아 보호용 장구 무상 여사업에 한 인지율 조사에

서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p=0.009)인 자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아 보호장구 장착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카시트 련교육 유무와 부 직업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다. 

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어린이 카시트 착용은 각종사고 발생 시 부상 

는 사망 방의 효과가 있으며, 카시트를 정확

하게 사용할 때 사망률 30%, 아의 54%와 유아

의 71% 부상을 낮출 수 있음(NHTSA,2001)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카시트의 착용은 19%로 조

사된 반면 독일은 96%의 장착률을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안 공단,2007). 

 유아는 신체 , 정신  성숙이 진행되는 시기로 

험인지 수 이 낮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처

능력이 미약하고 다칠 가능성이 크기(이춘홍, 

1981) 때문에 이를 사 에 방지하거나 효율 으

로 처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아를 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하

여 차량 탑승 시 카시트 착용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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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시시간 학 부설 교통조사 연구소에 의

하면 2～5세 아이의 교통사고 분석 시 카시트를 

착용한 유아가 차량의 안 벨트만 착용한 유아보

다 부상(특히 머리부분)이 3.6배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한, 미 연방고속도로교통안 회

(NHTSA,2006)자료에 따르면 사고 시 승차 유아

의 사망자율 30%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

다.

 우리나라는 도로증가율에 비하여 차량보유 증가

율이 더 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도로

업무편람,2008)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카시트 장착율  

련요인을 조사함으로써 어린이 카시트 장착의 

요성에 한 인지도를 높이고 차량 탑승 시 카

시트 장착을 생활화 하는 안 의식개선을 한 

기 자료를 확보하고자한다

2. 연구 상  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는 2008년 09월22～09월29일까지 일개 시 

유치원 5개소에 입소한 아동  5～6세아 부모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으며, 이들  충실하

게 응답하지 않은 11부를 제외한 189명을 연구 상

으로 하 고 설문지 회수율은 94.5% 다

2.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국민건강 양조사 설문서(2005)와 비만

리 로그램의 효과에 한 연구(2006, 김의경)를 

수정하여 만들었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  특성 

12문항, 식습  련 6문항, 운동습  련 4문항, 

부모님 안 의식 련 2문항, 안 사고 련 2문항, 

보호장구 련 13문항으로 총 39문항으로 구성하

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카시트 착용에 향을 미치는 련요

인을 살펴보고자 한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단변량분석,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  5세 31.7%, 6세 68.3%로 6세가 

36.6%로 더 많았으며, 성별분표는 남자 56.1%, 여

자 43.9%로 남자가 12.2% 더 많았다.

 소득수 별로는 300만원 미만 49.0%, 300만원 이

상 51.0%으로 소득별 격차는 크지 않았다.

 직업종류별로는 아버지가 군인 39.2%, 문사무직 

35.8%, 서비스직 25%순이었으며, 어머니는 주부 

71.9%, 문직 13.0% 사무노무직 15.1%순으로 나타

났다.

 교육수 은 아버지 고등학교 이하 19.7%, 학교 

이상 80.3%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고등학교 이하 

35.3%, 학교 이상 66.3%로 아버지의 교육수 이 

어머니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단  : 명, 백분율(%))

남 여 계

 성별 106 (56.1) 83 (43.9) 189 (100.0)

 연령 5세 34 (56.7) 26 (43.3) 60 (100.0)

6세 72 (55.8) 57 (44.2) 129 (100.0)

 소득 300백만원 미만 52 (57.8) 38 (42.2) 90 (100.0)

300백만원 이상 52 (55.3) 42 (44.7) 94 (100.0)

 부 직업 문직, 사무직 39 (61.9) 24 (38.1) 63 (100.0)

서비스  노무직 20 (45.5) 24 (54.5) 44 (100.0)

군인 38 (55.1) 31 (44.9) 69 (100.0)

 모 직업 주부 82 (61.7) 51 (38.3) 133 (100.0)

문직 13 (54.2) 11 (45.8) 24 (100.0)

사무직  노무직 9 (32.1) 19 (67.9) 28 (100.0)

 부 학력 고등학교 이하 17 (45.9) 20 (54.1) 37 (100.0)

학교 이상 89 (58.9) 62 (41.1) 151 (100.0)

 모 학력 고등학교 이하 32 (49.2) 33 (50.8) 65 (100.0)

학교 이상 73 (59.8) 49 (40.2) 122 (100.0)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결측치에 기인함

3.2. 인구특성별 카시트 장착 분포

  5세에서 카시트 재장착 25.0%, 과거장착 경험 

36.7%, 미장착 38.3%로 나타났으며, 6세는 재장착 

13.3%, 과거장착 경험 45.3%, 미장착 41.4%로 조사

되었다. 성별로는 남자 재 장착 20.0%, 과거장착 

경험 41.0%, 미장착 39.0%이며, 여자 재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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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장착 과거장착 미장착 계 p-값　

연령 5세 15 (25.0) 22 (36.7) 23 (38.3) 60 (100.0) 0.128

　 6세 17 (13.3) 58 (45.3) 53 (41.4) 128 (100.0) 　

성별 남 21 (20.0) 43 (41.0) 41 (39.0) 105 (100.0) 0.474

　 여 11 (13.3) 37 (44.6) 35 (42.2) 83 (100.0) 　

부연령 30 이하 26 (22.2) 46 (39.3) 45 (38.5) 117 (100.0) 0.056

　 40 이상 6 (8.6) 33 (47.1) 31 (44.3) 70 (100.0) 　

모연령 30 이하 29 (19.0) 62 (40.5) 62 (40.5) 153 (100.0) 0.294

　 40 이상 3 (9.4) 17 (53.1) 12 (37.5) 32 (100.0) 　

모학력
*

고등학교이하졸업 6 (9.4) 23 (35.9) 35 (54.7) 64 (100.0) 0.009

　 학교 이상졸업 26 (21.3) 56 (45.9) 40 (32.8) 122 (100.0) 　

부학력 고등학교이하졸업 3 (8.3) 13 (36.1) 20 (55.6) 36 (100.0) 0.089

　 학교 이상졸업 29 (19.2) 66 (43.7) 56 (37.1) 151 (100.0) 　

소득 300백만원 미만 14 (15.7) 35 (39.3) 40 (44.9) 89 (100.0) 0.457

　 300백만원 이상 18 (19.1) 42 (44.7) 34 (36.2) 94 (100.0) 　

부직업
*

문직, 사무직 14 (22.6) 22 (35.5) 26 (41.9) 62 (100.0) 0.01

서비스  기타 1 (2.3) 21 (47.7) 22 (50.0) 44 (100.0)

　 군인 16 (23.2) 34 (49.3) 19 (27.5) 69 (100.0) 　

모직업 주부 25 (18.9) 55 (41.7) 52 (39.4) 132 (100.0) 0.326

문직 5 (20.8) 11 (45.8) 8 (33.3) 24 (100.0)

　 사무  기타 1 (3.6) 13 (46.4) 14 (50.0) 28 (100.0) 　

[표 2] 인구특성별 카시트 장착 분포                                                                  (단  : 명, 백분율(%))

13.3%, 과거장착 경험 44.6%, 미장착 42.2%로 나타

났다. 부모님 연령별로는 아버지 연령이 30  이하

인 경우 재장착 22.2%, 과거장착 경험 39.3%, 미

장착 38.5%이며, 40  이상에서는 재 장착 8.6%, 

과거장착 경험 47.1%, 미장착 44.3%로 나타났다. 어

머니 연령이 30  이하에서 재 장착 19.0%, 과거

장착 경험 40.5%, 미장착 40.5%로 나타났으며, 40  

이상에서 재 장착 9.4%, 과거장착 경험 53.1%, 미

장착 37.5%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이 고등학교 이

하인 경우 재장착 9.4%, 과거장착 35.9%, 미장착 

54.7%며, 학교 졸업 이상에서 재장착 21.3% 과

거장착 45.9%, 미장착 32.8%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아버지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재장착 

8.3%, 과거장착 36.1%, 미장착 55.6%이며, 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재장착 19.2% 과거장착 43.7%, 

미장착 37.1%로 나타났다.

 소득수 별 300만원 미만자 카시트 재장착 

15.7%, 과거장착 39.3%, 미장착 44.9%이며, 300만원 

이상자는 재장착 19.1% 과거장착 44.7%, 미장착 

36.2%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에서 아버지가 문직(사무직)종사자는  

재장착 22.6%, 과거장착 35.5%, 미장착 41.9%로 

조사되었으며 사무직  기타 서비스직 종사자는 

재장착 2.3% 과거장착 47.7%, 미장착 50.0%로 군인 

종사자는 재장착 23.2% 과거장착 49.3%, 미장착 

27.5%로 나타났다(표2).

* : p<0.01

※ 부직업의 기타는 농업, 매직, 생산직, 무직 등이 포함됨

※ 모직업의 기타는 생산직, 노무직, 매직 등이 포함됨

3.3. 카시트 안 교육 정책 인지에 따른 장착 분

포

 한국 어린이 안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량용 

유아 보호용 장구의 무상 여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

은 16.4%로 조사되었으며 카시트 설치가 필요하다

고 응답한 사람은 97.0% 다. 카시트 안 교육을 받

은 경험은 8.2%낮게 조사되었으며, 2년 이내 교통사

고경험유무에 따른 카시트 착용 황은 사고 경험자

에서는 재 장착 26.7%, 과거장착 26.7%, 미장착 

46.7% 나타났으며, 사고경험이 없었던 자는 재 장

착 16.9%, 과거장착 43.4%, 미장착 39.8%로 나타났

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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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장착 과거장착 미장착 계 p-값

무상 여인지 8 (26.7) 10 (33.3) 12 (40.0) 30 (100.) 0.281

　 아니오 24 (15.7) 69 (45.1) 60 (39.2) 153 (100.) 　

카시트필요** 필요하다 32 (17.7) 80 (44.2) 69 (38.1) 181 (100.) 0.010

　 필요않다 0 (0.0) 0 (0.0) 6 (100.0) 6 (100.) 　

카시트교육
*

6 (40.0) 5 (33.3) 4 (26.7) 15 (100.) 0.048

아니오 26 (15.1) 75 (43.6) 71 (41.3) 172 (100.)

사고경험 있다 4 (26.7) 4 (26.7) 7 (46.7) 15 (100.) 0.402

　 없다 28 (16.9) 72 (43.4) 66 (39.8) 166 (100.) 　

[표 3] 카시트 안 교육 정책 인지에 따른 장착 분포

* : p<0.05,  ** : p<0.01

3.4 재 카시트 장착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재 카시트 장착에 미치는 변수로는 카시트교육 

교육받음(p<0.05), 부직업-서비스  기타(p<0.05)등

이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

 B S.E. 유의확률 Exp(B)

카시트교육받음(ref=않음)* 1.492 0.644 0.021 4.444 

부직업 -0.116 0.444 0.794 0.890 

 부직업- 문,사무직(ref=군인) -0.116 0.444 0.794 0.890 

 부직업-서비스  기타(ref=군인)
*

-2.561 1.079 0.018 0.077 

모학력-고등학교이하졸업 (ref= 학교이상졸업) -0.473 0.525 0.367 0.623 

소득-300백만원미만   (ref=300백만원이상) 0.143 0.433 0.741 1.154 

[표 4] 재 카시트 장착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4. 고찰

4.1. 연구의 고찰

   연령별 카시트 장착율에서 5세 25%, 6세 13.3%

로 평균 19.5%로 교통안 공단(2007) 국 카시트 

장착율 19% 차이를 보인지 않았으며, 카시트 장착

하지 않은 이유에 하여는 유아 안 리에 도움이 

되지않을 것 같아서 1.1%, 가격이 비싸서 17.9%, 사

용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25.8%, 기타 55.2%로 나타

났으며, 장착사용시 은 0세 44.6%, 1세 39.3%, 2세 

16.1%로 0세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카시트 제

거 이유로는 크기가 맞지 않음 62.2%, 6세까지의 사

용기간 몰라서 4.1%,아이가 싫어함 21.6%, 기타

12.2%로 조사되었으며, 아버지 연령이 30  이하인 

경우 61.5%, 40  이상인 경우 55.7%로 재  과

거 장착율은 아버지 연령이 낮을수록 착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의 경우 45.3%, 학교 이상 졸업자에게는 

67.2%로 재  과거 장착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착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 별 300만

원 미만 55.0%, 300만원 이상 63.8%로 재  과거 

장착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장착율이 높게 나타났으

며. 아버지 직업  문직(사무직)의 경우 58.1%, 

서비스직 50.0%, 군인 72.5%로 재  과거 카시트 

장착율이 조사되어 아버지 직업에 따라 착용율의 변

화를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재  과거 카시트 장착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

들은 아버지 연령, 어머니 학력, 소득, 아버지 직업 

등으로 나타난 반면 2006년 스페인 부상 험지역에

서의 안 벨트, 카시트 등 사용 측 련 보고서

(Babio GO et al, 2006)에 의하면 교육수 과 도시규

모(인구수)등 모든 행태연구들에 직 인 련이 있

으며, 여성  나이가 많을수록 착용율이 높고 결혼

이나 동거 유무, 흡연 습 에 따른 건강 련 변수, 

주택소유, 거주지 가족 평균소득 등 사회 통계  타

입에 따라 보호장구의 착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

되어 카시트 장착 련요인  교육수 , 소득 부분

에서는 Babio 등(2006)연구와 일치하 다. 

5. 결론

 1. 유아 연령이 낮고(p=0.128), 남자이며(p=0.474), 

어머니의 연령이 30  이하(p=0.294)에서 유아 보호

용 장구의 착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 보호용 장구 무상 여 정책에 하여 알고 

있다(p=0.281), 차량 내 유아보호용 장착의 필요성

(p=0.010),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의 요성 련 교

육 받은 경험(p=0.48), 최근 2년 이내 사고경험 있는 

경우(p=0.402)으로 나타났으며,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자에게서 낮은 사고 경험율을 보이며, 미 착

용자에게는 높은 경험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p=0.009),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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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직업(p=0.010)이 사무, 서비스 직에 종사할 수 록 

유아 보호용 장구 착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4. 한국어린이 안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아 

보호용 장구 무상 여사업에 한 인지율 조사에서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p=0.009)인자에게서 유

의하게 나타났다

 5. 유아 보호장구 장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카시트 련교육 유무와 부 직업에 따라 유의하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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