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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위해 현황의 10년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 안전교육가이드라인의 기

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매년 제공하는 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정보주요통

계분석)자료 중 2009년과 2018년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위해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는 2009년 

10,090건에서 2018년 21,877까지 분석기간 10년 동안 2.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위해품목

은 가구 및 가구설비로 , 구조물, 건축물 및 제조용자재(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장비, 용품 및 액세

서리(스포츠 및 취미용품)순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발생장

소로 1위는 가정(주택), 2위는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로 10년전과 순위에서는 동일하였으나 2009년 3위였던 

상업시설(숙박 및 음식점)은 4위로 2009년 5위였던 교육시설은 3위로 변화되었다.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위해내용 1위는 충돌/충격

(물리적 충격)으로 10년 동안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safety education guidelin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rend of 10 years of present status of child safety accidents under 10 years old. To this end,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child 

safety accidents for children under 10 years of 2009 and 2018 in the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 data provided by the 

Korea Consumer Resources Corporation every yea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child safety accidents under 10 years old 

increased 2.17 times in 10 years from 10,090 cases in 2009 to 21,877 in 2018. The hazards that cause child safety accidents under 10 

years of age are furniture and furnishings, followed by structures, buildings and manufacturing materials (building / interior materials 

and work tools), sports and recreational equipment, supplies and accessories (sports and hobby goods). It is found that there is no 

change in what accounts for over 60%. The number one place for child safety accidents under 10 years old is home (housing), and 

second place is leisure and cultural amusement facilities (leisure, culture and amusement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accommodations

and restaurants), which were third in 2009, were fourth, and educational facilities, which were fifth in 2009, were third. The number 

one risk content for child safety accidents under 10 years of age was collision / shock (physical shock), overwhelmingly high i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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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질병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아동들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2005년 아동들의 사망사고는 755명이었고 이 수치는 OECD 국가의 아동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률 5.6을 넘은 6.0에 해당된다

(WHO 2008 Mortality Database). 문제는 안전사고 대부분은 90%이상 예방가능함에도 불구하고[19] 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의 10세 미만 안전사고발생건수 보고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10세 미만 아동 안전사고는 20,505건 발생

하였고 이는 2019년 3,993건에 비해 5.1배 늘어난 수치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우선적

으로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아는 발달적 특성상 자신의 주변 사물과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구해나가는 존재이나 신체발달의 미성숙성으로 인하여 신체균형 유지와 운동기능 발현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만큼 높은 

안전사고에 노출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유아들은 주변 성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이 높아 호기심을 가지고 어른이 제품을 사

용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모방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지게 된다. 

아동들이 받게 되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의 노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유아기는 평생에 

걸쳐 갖게 되는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러한 시기에 실시하는 적절한 안전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길러주고 생명을 존중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해주기 위

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위험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성인이 되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12].

중요한 점은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안전교육의 방향성에 있을 것이다. 아동이기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발달적 특징을 반영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을 때 안전사고 당사자인 아동의 호기심과 탐구심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까지 고려한 안전교육 즉 아

동을 둘러쌓고 있는 물적, 인적 환경을 안전교육의 대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2005년 아동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률이 2.7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대부분의 아동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조직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내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전교육의 대

상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8]. 즉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안전교육은 안전교육 실태 및 안전사

고 유형을 파악하여 실효성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처치, 교통안전, 유괴, 아동안전장치, 아동용 의류, 

식품법체계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7]. 

최근 들어 교육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을 유 ․ 초 ․ 중 ․ 고 발달단계별로 제시하여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도로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등도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9]. 한

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 처

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추진센터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을 두고 있다. 

CISS란 소비자가 소비생활 중 다치거나 사망 또는 재산상 입은 사례를 다양한 경로 즉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채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CISS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핫라인, 국민안전처, 교통안전공단, 국가기술표준원, 국내언론, 

해외정보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소비자위해상황 상시감시시스템이

다. CISS가 매해 제공하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은 그 해 발생한 위해품목, 성별, 연령대, 위해발생장소, 위험․위해

원인, 위해증상, 위해부위 등 주요 항목별 동향 및 통계 현황을 제공하여 소비자 위해 현황 파악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10

세 미만 아동들이 많이 노출되어지는 위해현황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어 10세 미만 아동들을 위한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의 기초

를 제공하는데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ISS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 자

료 중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현황 2018년 자료를 10년 전 자료인 2009년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아동들에게 현 시대에 맞는 적

절한 안전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기초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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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09년과 2018년 CISS에 나타난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2009년과 2018년 CISS에 나타난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위해 품목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2009년과 2018년 CISS에 나타난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위해 장소 현황은 어떠한가?

넷째, 2009년과 2018년 CISS에 나타난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위해 원인 및 위해 내용 현황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상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이후 CISS로 칭함)에서 제공

하는 2009년과 2018년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으로 특히. CISS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해 현황에서 10세 미만 아동

의 위해 품목, 위해 장소, 위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CISS에서 제공한 2009년과 2018년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 자료 중 10세 미만 아동의 자료를 기술통

계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발생 현황

2009년과 2018년에 발생한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status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0 safety accidents

년도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현황

2009 10,090

2018 21,877

위의 Table 1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는 2009년 10,090건에서 2019년 21,877건으로 2.17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3.2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의 위해 품목 현황

2009년과 2018년에 발생한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의 위해 품목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2와 같다. 

아래의 Table 2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위해 품목 1위는 가구 및 가구설비로 2009년 3105건(30.8%), 2018년 7,323

건(33.5%) 으로 가장 높았고 10년 동안 4,218건(2.7%) 증가하였다. 2위는 구조물, 건축물 및 제조용자재(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로 2009년 2483건(24.6%), 2018년 4,159건(19.0%)으로 10년 동안 1,676건 증가하였으나 전체 비율에서는 5.6%감소하

였다. 3위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장비, 용품 및 액세서리(스포츠 및 취미용품)로 2009년 673건(6.7%), 2018년 1,955건(8.9%)

으로 10년 동안 1,282건(2.2%)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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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item status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0 safety accidents

순위 위해 품목(2009) n(%) 위해 품목(2018) n(%)

1 가구 및 가구 설비 3105(30.8) 가구 및 가구 설비 7,323(33.5)

2 구조물, 건축물 및 제조용자재 2483(24.6) 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4,159(19.0)

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장비, 용품 및 액세서리 673(6.7) 스포츠 및 취미용품 1,955(8.9)

4 가정용 기기, 용품 및 가전제품 637(6.3) 완구 및 게임용품 1,862(8.5)

5 게임, 장난감, 미술공예품, 교육기자재, 액세서리 622(5.6) 건물, 시설 및 서비스 1,782(8.2)

6 차량 및 승용물 506(5.0) 가공식품 954(4.4)

7 식료품&기호품/가공식품 384(3.8)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708(3.2)

8 의류, 가방 및 개인위생용품 326(3.2) 자동차 및 관련 용품 448(2.1)

9 사무용기기 및 용품 264(2.6) 주방기기 및 용품 444(2.0)

10 물품취급조정,저장기계,액세서리 및 소모품 155(1.5) 반려 동·식물 및 용품 402(1.8)

11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용구 135(1.3) 도서, 음반 및 문구용품 348(1.6)

12 기타상품 97(1.0) 생활용품 340(1.6)

13 배관, 유체조절시스템, 장비 및 부품 82(0.8) 의약(외)품 및 의료용구 246(1.1)

14 위생장비 및 용품 67(0.7) 식물 식품 183(0.8)

15 애완동식물 및 용품 62(0.6) 의류, 신발, 가방, 보석 및 시계 159(0.7)

16 발전기기, 배전기기 및 액세서리 51(0.5) 축산·수산물 식품 153(0.7)

17 공구 및 범용기계 470.5) 화장품 및 화장용품 140(0.6)

18 도서, 음반 45(0.4) 기타 장비 및 제품 77(0.4)

19 전기시스템, 조명, 부품, 액세서리 및 전기용품 43(0.4) 연료 및 전지 73(0.3)

20 문화, 오락 서비스 40(0.4) 조명기구 및 전기 부품&용품 65(0.3)

21 시계, 보석 및 원석제품 37(0.4) 화재, 안전 및 보안 장비 45(0.2)

22 문화용품 33(0.3) 농·임·어업용 기계 및 관련용품 11(0.1)

23 산동식물 및 동식물성 생산품 31(0.3)

24 국방 및 치안장비 및 용품 26(0.3)

25 교육서비스 24(0.2)

26 보건, 위생서비스 23(0.2)

27 종이원료 및 종이제품 19(0.2)

28 운수, 보관, 관리서비스 18(0.2)

29 정보통신기기 18(0.2)

30 기타서비스 10(0.1)

31 의료서비스 8(0.1)

32 화학제품 8(0.1)

33 농업, 어업, 임업, 야생동물용기계 및 액세서리 6(0.1)

34 연료, 연료첨가제, 윤활유 및 부식방지제 2(0.0)

35 건축 및 보수 서비스 2(0.0)

36 산업용제조, 가공기계 및 액세서리 1(0.0)

전체 10,090(100.0) 전체 21,877(100.0)

한편 2009년 위해 품목 순위 4위였던 가정용 기기, 용품 및 가전제품은 637건(6.3%)에서 2018년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708건(3.2%)과 주방기기 및 용품은 444건(2.0%)으로 분리되었으나 총 1,152건(5.2%)으로 6위 정도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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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2009년 위해 품목 순위 5위였던 게임, 장난감, 미술공예품, 교육기자재, 액세서리는 622건(5.6%)에서 2018년 완구 및 게

임용품만으로 1,862건(8.5%)로 4위로 위해 품목 순위가 높아졌다. 

3.3 10세미만 아동안전사고의 위해 장소 현황

2009년과 2018년에 발생한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의 위해 장소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place status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0 safety accidents

순위  위해 장소(2009) n(%)  위해 장소(2018) n(%)

1 가정 6,765(67.0) 주택 15,518(70.9)

2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 733(7.3)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1,181(5.4)

3 상업시설 477(4.7) 교육시설 1,094(5.0)

4 교육시설 460(4.0) 숙박 및 음식점 697(3.2)

5 교통시설1* 334(3.3) 도로 및 인도 588(2.7)

6 스포츠/레져시설 147(13.3) 스포츠/레저시설 275(1.3)

7 교통시설2* 65(0.6) 쇼핑시설  247(1.1)

8 의료 서비스 시설 59(0.6) 교통시설  113(0.5)

9 주거시설 22(0.2) 기타 상업시설 86(0.4)

10 공공시설 20(0.2) 의료 서비스 시설 81(0.4)

11 자연 10(0.1) 종교 및 문화시설 48(0.2)

12 농수축산업지역 5(0.0) 자연 및 관련 시설  27(0.1)

13 산업 및 건설지역 2(1.5)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10(0.1)

14 기타 991(9.8) 공공시설 5(0.0)

15 산업 및 건설지역 2(0.0)

16 농‧수‧축산업 지역 1(0.0)

17 기타 1,903(8.7)

18 해당 없음 1(0.0)

전체 10,090(100.0) 전체 21,877(100.0)

위 Table 3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위해 장소 1위는 가정(주택)으로 2009년 6,765건(67.0%), 2018년 15,518건

(70.9%)이었고 10년 동안 8,753건(3.9%) 증가하였다. 2위는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로 2009년 733건

(7.3%), 2018년 1,181건(5.4%)으로 10년 동안 448건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1.9%감소하였다. 

한편 상업시설(숙박 및 음식점)은 2009년 477건(4.7%) 3위에서 2018년 697건(3.2%)으로 10년 동안 220건 증가하였으나 비율

은 1.5%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위해 장소 순위도 4위로 하락하였다. 반면 교육시설의 경우 2009년 460건(4.0%)으로 4위였으나 

2018년 1,094건(5.0%)으로 10년 동안 634건 증가하고 비율도 1.0% 증가하여 순위가 3위로 상향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10세미만 아동안전사고의 위해 내용 현황

2009년과 2018년에 발생한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위해 내용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4와 같다. 아래 Table 4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위해 내용 1위는 충돌/충격(물리적 충격)으로 2009년 7,318건(72.5%), 2018년 17,143건(78.4%)으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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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높았고 이는 10년 동안 9,825건(5.9%) 증가하면서 높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2009년에는 찔

림이 1,178건(11.7%)으로 2위였으나 2018년의 경우 식품 및 이물질이 2,659건(12.2%)이 2위로 위해 내용이 변화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Table 4. The content status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0 safety accidents

순위 위해 내용(2009) n(%) 위해 내용(2018) n(%)

1 충돌/충격 7,318(72.5) 물리적 충격 17,143(78.4)

2 찔림 1,178(11.7) 식품 및 이물질 2,659(12.2)

3 온도 373(3.7) 제품 관련 844(3.9)

4 화학적 영향 165(1.6) 화재·발연·과열·가스 664(3.0)

5 과도한 동작 63(0.6) 의료시술 및 약물 136(0.6)

6 의료시술 및 약물 60(0.6) 피부 관련 28(0.1)

7 기타 물리력 18(0.2) 전기 및 화학 물질 관련 18(0.1)

8 호흡장애 5(2.3) 기타 385(1.8)

9 기타* 910(9.0)

전체 10,090(100.0 전체 21,877(100.0)

4. 논의 및 결론

10세 미만 아동들에게 적절한 안전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기초로 활용하고자 CISS에서 제공하고 있는 2018년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 자료와 10년 전 2009년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위해정보 주요통계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는 2009년 10,090건에서 2019년 21,877건으로 2.17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은 발달적 특성상 자신의 주변 사물과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구해나가는 존재이

나 신체발달의 미성숙성으로 인하여 신체균형 유지와 운동기능 발현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성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이 높아 호기심을 가지고 어른이 제품을 사용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모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는 점이다. 이에 보호자들이 안전지식을 갖고 가정 내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위기상황 시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중

요하고[2,8], 아동안전관리 법규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발생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1,10]. 

둘째,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위해품목은 가구 및 가구설비, 구조물, 건축물 및 제조용자재(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장비, 용품 및 액세서리(스포츠 및 취미용품)의 3위까지의 순위는 10년 전과 동일하였으

나 2009년 위해 품목 순위 5위였던 게임, 장난감, 미술공예품, 교육기자재, 액세서리 품목이 2018년 4위로 위해 순위가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안전검증이 되지 않은 신종 장난감의 출현과 사용증가, 아동의 스포츠 

활동 증가 및 맞벌이 부부 증가가 아동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가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13]. 

셋째, 소비자위해정보주요통계에 따르면 1위는 가정(주택), 2위는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로 10년 동안 

순위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교육시설의 경우 2009년 4위에서 2018년 3위로 안전사고 위해 순위가 상향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아동안전사고가 압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관련 부

처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들이 부모를 포함한 직계가족이 아닌 여성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가정의 위험요소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 아동가정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연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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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3,5]. 이를 위하여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이 부모를 포함한 직계 가족 이외의 아이돌보미 등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4,14]. 이에 더하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친숙한 기구, 용구, 화장품 등이 아동들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도 가정이 안전사고 최다 유발지가 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10세 미만 아동안전사고 위해내용은 모든 년도에서 충돌/충격, 찔림, 온 도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안전검증이 되지 않은 신종 장난감의 출현과 사용증가. 아동의 스포츠 활동 증가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를 분석한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13], 10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방법이 시청각교육과 실

습교육 또는 현장학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연구들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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