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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별 아동․청소년의 안전실태와 대응방안
Safety Survey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city plann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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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사고의 발생은 안전하지 못한 장소나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며, 그러한 장소는 안전수준이 높

은 지역이나 사회적 계층 및 가정보다는 그렇지 못한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 또는 취약가정에서 상대적으

로 높은 사고 발생율과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집중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안전사고 발생율을 낮추고, 효과적인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에 따라 청소년 1,200명을 표본조사 하였으며, 자료처리 방법은 window spss

pc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주요 사고 유형은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가 49.2%로 가장 많으며, 사고 장소는

학교주변, 집주변, 여가놀이시설주변이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주요 활동공간으로 제시한

곳과 일치한다. 용도지역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안전도 차이를 보면 도시 내 상업지역이 사고경험이 가장

많으며, 사고유형은 도시 내 상업지역은 화재, 이물질 섭취, 폭발, 부패․변질, 물체 접촉 등이 많고, 도시

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농어촌지역은 충돌이나 충격사고, 추락/넘어짐/ 미끄러져 다친 사고나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찔린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 안전사고, 여가놀이시설, School Zone

1. 서 론

본 연구는 도시 내 상업지역, 도시 내 주거지역, 공업지역, 농어촌지역 아동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아

동ㆍ청소년의 거주 및 활동 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아동․청소년 활동 공간의 물리적 위해도, 그리고 안전사

고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활동 공간(집주변, 통학로, 학교주변)별 안전체크리스트에 의한 안전도, 사고

경험도, 유익 및 유해환경접촉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원인을 분석하고, 아동ㆍ청소년의 활동 공간 특성을 조

사하여 활동 공간별 안전 실태와 정책자료 제시, 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사고경험과 활동공간의 안전수

준을 분석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도시계획상 용도구역을 도시 내 상업지대, 주거전용지대, 공업지대, 농촌지대(이하

도시 내 상업지역, 도시 내 주거지역, 공업지역,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층화할당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

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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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총 1,200명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으며, 주요 자료처리방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주요 활동공

간인 지역특성 유형, 아동ㆍ청소년의 활동시간과 물리적인 위해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처리 방

법은 window spss pc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론

아동․청소년의 안전도 차이를 보면 도시 내 상업지역이 사고경험이 가장 많으며, 사고유형은 도시 내 상

업지역은 화재, 이물질 섭취, 폭발, 부패․변질, 물체 접촉 등이 많고, 도시 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농어촌

지역은 충돌이나 충격사고, 추락/넘어짐/ 미끄러져 다친 사고나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찔린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전거 타기, 인라인 타기 등 활동적 생활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

다.

이동수단은 공통적으로 걷기가 가장 많으나 도시 내 상업지역과 농촌지역은 버스통학이 20% 이상이었다.

농어촌지역은 자가용도 19.7%였다.

지역별 안전도를 보면 통학환경 안전도는 농어촌지역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다음으로 주거지역으로 나타

났으며, 집주변 여가 및 놀이시설의 안전도는 도시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높게, 농어촌지역이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주변안전도는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 내 상업지역, 농어촌지역, 도시 내 주거지역 순으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용도구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안전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도시 내 상업지역과 농어촌지

역의 아동청소년이 위험한 환경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도지역과 유해환경 접촉도에서는 도시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노출도가 높으며, 유익시설 접촉은 농

어촌지역과 도시상업지역의 노출도가 높았으며, 공업지역은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반면에 소득수준이나 가정환경은 개별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머니가 직장인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정책 대안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    지역 및 시설   기구 및 용품
   안전사고
   물품 관리

  안전장비
 착용의무화

 공통
 사항

o 스쿨존 확대 및 안전    시설 강화

o스포츠․레저용품
의 안전기준 강화 

o안전사고 다발 물
품을 제공하는 학교 
주변 상업장 관리 ․ 
감독 필요 

o 스포츠․레저활
동시 안전장비착
용 의무화

o 여가 및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시 
시설안전기준  강화 및 체계적인 관
리 의무화

지역별   특성 
고려

o 도시내 상업지역, 도시내 주거지
역, 공업지역, 농어촌지역별 안전대
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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