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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안전하고행복한세상을

열어가는나침반이되겠습니다”

BGF리테일은 ‘Be Good Friends’, 고객과 사회의 좋은 친구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기업 철학에 따라 경영 활동 전반에서 고객가치 실현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있는 CU네트워크는

우리 생활 가장 가까이에서 크고 작은 사회문제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BGF리테일만이 할 수 있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그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보살피는 ‘아이CU’ 프로그램입니다.

아이CU는 24시간 동네마다 불을 밝힌 CU가 곤경에 처한 어린이에게 희망의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주자는 생각에서 시작해, 2018년부터 5년간 모두 140명이 가까운

어린이를 실종과학대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지켜냈습니다.

아이CU의 훈훈한 성과 이면에는 울고 있는 아이들의 손을 기꺼이 잡아준 CU

가맹점주와 스태프 , 시민들은 물론 경찰청과 아동권리보장원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공감, 협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이뤄낸 아이CU, 지난 5년간의 발자취를 담아 <아동안전백서>를 발간합니다.

모쪼록 이 한 권의 기록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데 작지만 의미 있는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기를바랍니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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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은 앞으로도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좋은 친구가 되어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올곧게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GF리테일대표이사

2022 아동안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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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의아동친화경영

기업소개 기업 개요

사회공헌 전략

BGF리테일은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 브랜드 ‘CU(씨유)’ 가맹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유통 기업입니다.

경영 철학

사명인 BGF는 ‘Be Good Friends’의 약자로 고객의 일상 속 반가운 친구같은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BGF리테일은 고객과 사회에 좋은 친구를 목표로 경영의 투명성을 지향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BGF리테일 (영문명: BGF Retail CO.,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

이건준

2,251명

15,855개소

6조 7,811억원

기업명

본사 소재지

대표이사

임직원수

점포수(편의점 CU)

매출액

BGF리테일은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창립 초기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하며,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념

경영
이념

VISION

경영
이념

중점
영역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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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의아동친화경영

아동안전 캠페인

주요 연혁

2008.04

2 0 1 7 . 0 4

2 0 1 7 . 0 7

2 0 1 7 . 1 0

2 0 1 8 . 0 4

2 0 1 8 . 0 5

2 0 1 8 . 0 7

2 0 1 8 . 0 9

2 0 1 9 . 0 5

2 0 1 9 . 1 0

2 0 1 9 . 1 2

2020.08

2 0 2 0 . 1 0

2 0 2 0 . 1 2

2 0 2 1 . 0 4

2 0 2 1 . 0 5

2 0 2 1 . 0 6

2 0 2 1 . 0 8

2 0 2 1 . 1 1

2 0 2 1 . 1 2

2022.05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 참여

경찰청과 <편의점 기반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POS긴급신고 시스템 및 아이CU 프로그램 개발

제2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경찰청 실종경보시스템 참여

지문사전등록제 홍보 캠페인 (POS고객용화면 공익광고 및 SNS이벤트)

실종아동전문기관 연계 <찾아가는 실종 예방교육> 사업 협력

※ 실종아동전문기관 : 2017년 9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

보건복지부 연계 실종예방수칙 포스터 제작 협력 (매년 정기 제작)

아동권리보장원과 <실종 예방 및 실종아동 찾기> 업무협약 체결

POS기반의 장기실종아동찾기 캠페인 <CU SOON> 시행

LOVE FNC, SBS와 ‘아이안심캠페인’ 전개

아동 안전 유공자 포상제도 ‘아동안전시민상‘ 제정 (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SBS와 ‘아이안심캠페인’ 전개

제1회 아동안전시민상 시민영웅 선정 및 시상

경찰청과 아동학대예방 <도담도담 캠페인> 전개

아이CU 프로그램 확장 (아동학대신고 기능 추가 개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전개

장기실종아동 가족 상봉 사례 발생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확산 SNS이벤트 및 아동보호 홍보물 랩핑 법인차량 운영

제2회 아동안전시민상 시민영웅 선정 및 시상

뮤지션 협력 장기실종아동찾기 'Be your Good Friends' 캠페인 전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캠페인 전개(디딤씨앗통장 후원)

보건복지부와 ‘치매안심편의점’ 업무협약 체결

실종아동의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아이CU 캠페인 몽골 수출

※ 몽골 CU 운영기업 ‘센트럴 익스프레스’ 울란바토르 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제1회 아동안전그림공모전 개최

아동 안전 핫팩 출시 (아동안전그림공모전 수상작 및 장기실종아동 정보 반영)

제3회 아동안전시민상 시민영웅 선정 및 시상

제2회 아동안전그림공모전 개최

아동 실종 예방 및 장기실종아동 찾기 공익광고 시행 (지하철 주요 역사 스크린도어)

2022 아동안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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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의아동친화경영

한 눈에 보는

아이CU

연도별 미아보호 건수

주요 성과 아동학대
신고

7

아이CU는 POS신고시스템을 통해 길을 잃은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아동학대 예방 및 관찰 활동, 장기 실종 아동 찾기 등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BGF리테일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아동안전망현황

국내 주요제도 아동안전지킴이집

※ 경찰서 심의위원회 주관

위촉 프로세스 (CU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 기준)

제도 안내 위촉 신청 접수 적정성 여부 심사(범죄경력 조회 등) 위촉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등 아동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 위치한 문구점, 약국, 편의점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범죄·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초등 여학생 유괴･납치미수･성폭행･살해 등 잇따른 아동 대상 강력범죄 발생을 계기로 2008년부터

경찰청에서는 촘촘한 아동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주기적으로 운영자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임무와 행동수칙,

상황별 대처요령 등을 교육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아동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사업장 외부에 ‘아동안전지킴이집’ 표지물을 부착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2021년 말 기준 전국 11,949개소 사업장이 위촉되어 운영중이며

입지별로는 유치원 530개소, 초등학교 3,654개소, 아파트단지 1,498개소, 놀이터 142개소, 공원

460개소, 통학로 5,665개소로 구분되며 주로 아동이 통행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편의점 2,689개소, 약국 1,310개소, 나들가게 786개소, 문구점 1,503개소, 상가 3,253개소,

기타 유형이 2,408개소로서, 아동 방문이 빈번한 장소를 지킴이집으로 선정하여 위급상황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쉽게 출입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 : ’21.12.31 / 단위 : 개소)

총계
주변 장소별 사업장 유형별

유치원
초등
학교

아파트
단지

놀이터 공 원 통학로
24시

편의점
약국

나들
가게

문구점 상가 기타

11,949 530 3,654 1,498 142 460 5,665 2,689 1,310 786 1,503 3,253 2,408

한편 BGF리테일은 2009년 편의점산업협회(당시

편의점협회)와 경찰청 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2022년 말 현재 1천 점이

넘는 CU점포가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성과

[참고 원문]

1.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경찰청) 37-38P

(기준 : ’21.12.31 / 단위 : 명)

2022 아동안전백서

8

총계
학교

폭력예방
성폭력
예방

실종
예방

비행
선도

환경
개선

유실물
인계

범죄
신고

아동
보호

교통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기타

2,577 244 0 35 371 132 449 31 402 332 44 537



[참고 원문]

1.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경찰청) – 제2절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정책 고도화 147P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점포 - 실종아동이란?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따른 법률

국내에서는 2005년 5월 31일 특별법으로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따른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1조 내용인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조항을 기반으로

실종아동 예방부터, 발견, 수사,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구체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하며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 분 적용 범위 유관 법률

실종아동
예방조치

-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신고 등

- 실종예방교육 등

- 유괴 발생 예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아동복지법」,「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의
발견

- 실종아동 발생시 신고 등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발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수사절차

- 실종아동 수사

- 유전자 검사

-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민법」

실종아동의
복귀 - 실종아동의 복귀 절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시 (‘05.12.01)

- 실종신고당시 14세 미만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인 ·

발달장애인 · 정신장애인

2차 개정(‘13.06.04)

- 실종신고당시 18세 미만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
-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

(연령구분 없음)

1차 개정(’11.08.04)

- 실종신고당시 14세 미만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

[참고] 실종아동법 ‘아동 등’ 용어 정의 변화

아동 실종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실종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례로 실종아동법 상에서 정의하는 ‘아동 등’의 용어가 총 2차례 개정되었는데

이는 2005년 실종아동법 제정 시 ‘아동 등’의 용어 범위가 ‘실종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으로 한정함에 따라 14세 이상의 청소년, 치매환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동 등’에 적용되지 않은 대상자가 실종될 시 해당 법에 따른 수색 및 수사, 개인위치정보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발견 활동이 현격히 지연된다는 점에 착안해 보다 용어의 범위를 개정한 것입니다.

현재도 효과적인 실종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실종아동의 날‘ 지정, 실종자 정보 안내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실종아동법의 개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망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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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감독

[참고 원문]

1.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실종아동등 보호 지원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진행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부터 실종 발생 시 발견, 수사, 복귀

과정에 이르기까지 실종의 전 과정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가족 지원, 실종자

DB관리 등 실종 예방 활동과 가족 지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는 실종 발생 시

신고 접수, 수색, 수사 등을 통한 실종자 발견과 가족 인계까지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 운영, 사전등록제 등 실종사전예방 활동과 실종아동신고센터인

182 실종아동 찾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인계

복귀

보건복지부

정책수립 · 시행,
조기발견지침 고시 등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실종아동등 수색 · 수사,
유전자 검사대상물 채취 등

시 · 군 · 구실종아동 전문기관

가족지원
(상담·의료, 
부모활동, 

전단제작 등)
보호시설

신상카드 제출

신상카드 제출보호의뢰

실종홍보
(캠페인,
광고등)

DB관리
(DB·시스템

관리등)

예방교육
(아동, 교사, 
자원봉사자 )

대상기관
협의선정

대상자
모집

(교육기관
협조)

예방교육
실시

홍보

발견

무연고
아동 등
DB축적
및코드화

연계
시스템
(무연고

아동DB)

실종자
가족

DB열람 열람신청

지원 국립과학
수사

연구원

실종신고(경찰청)

무연고 아동 등 유전자 송부(경찰청)

발견

·수사
·수색
·추적

미발견

발견

복귀

신상정보 DB입력

보호의뢰

다중이용
시설

경찰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

미발견자
신고

아동안전망현황

탐문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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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문]

1.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경찰청) > 실종 대응 강화 148~154P

2. 2021년 실종아동등 실태조사 연구(아동권리보장원) > 법과 제도 7~18P

3. 40년 전 헤어진 모녀, 경찰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동아일보 | 2022.03.15)

4. 18년간 유전자 분석·대조로 실종아동 689명 가족 상봉(뉴시스 | 2022.05.25)

실종 예방 및 실종 아동 찾기 지원 제도

Ⅰ. 실종자정보시스템(프로파일링) 및 안전드림 운영

2008년 3월 처음 도입한 ‘실종자정보시스템(프로파일링)’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실종신고 접수 시 축적한 자료와의 비교·검색을 통해 실종자를 추적·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실종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문 등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실종자의 행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드림(Dream) 홈페이지에서는 ‘지문 등 사전 등록‘ 신청 메뉴를 통해 자녀

정보(인적정보, 사진, 지문)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외 실종아동등 검색, 신고 및 온라인 상담, 실종예방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Ⅱ. 유전자 분석 사업 운영

2004년부터 경찰청은 보호시설에 있는 무연고 아동 등과 실종자 가족의 유전자를 대조·분석하여 가족을

찾아주는 ‘장기 실종자 유전자 분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기준, 38,786명의 유전자

DB를 구축해 이중 689명의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여 가족에 인계하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외교부·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 찾기를 희망할 시, 해외 공관에서

유전자 검체를 채취하고 국내에 송부하여 대조·분석하는 등의 프로세스로 실종자 발견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3월에는 장기실종자 유전자 분석을 통해 40여 년간 헤어져 살던 모녀가

상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Ⅲ. 지문 등 사전등록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신체

특징과 보호자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고 보호자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이 발견될 경우 사전 등록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 검색하여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등록 방법과 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총계

인원(명) 4,425,192 95,108 166,126 4,686,426

(기간 : 12.07.01 ~ 20.12.31 / 단위 : 명)

▶ 사전등록방법 :

1) 안전드림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보호자가 직접 정보 등록,

2) 아동 등을 데리고 경찰관서 방문 등록

3) 경찰관이 어린이집 등 현장에 나가서 등록(현장등록) 중 택1

지문 등 사전 등록 현황

아동안전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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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종아동등 휴대전화 위치추적제도

2012년 2월, 실종아동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제란 실종

아동등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무선전화 기지국 기반

위치 확인 뿐만 아니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및 와이파이 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2012년 7월 실종아동등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제도

도입 후 2020년 12월까지 총 14,912명의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 반면 ,

위치추적제도는 법률상으로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활용이 금지되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실종아동찾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등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지체 없이 파기되어 집니다.

Ⅴ. 실종경보시스템 운영

실종경보시스템은 아동 실종 및 유괴사건 발생 시 언론,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방송사 · 신문사 · 금융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종경보시스템은 2020년 12월까지 총 544건의 경보를 발령하여 이 중

471명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CU편의점도 2018년 4월부터 실종경보시스템 협약을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실종자 발생 및 경찰 협조 요청이 있을 시 OPC를 통해 전국 CU점포 가맹점주에게

실종자 정보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Ⅵ.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2014년 도입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에서 18세 미만 아동,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시, 안내 방송 및 전광판을 통한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다중이용

시설 자체 인력을 총동원하여 출입구 감시 및 CCTV 확인 등 수색 활동을 통해 실종아동등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드아동 제도를 적용받는 시설은 전국 1,645개소로 대상

시설에는 대규모 점포, 놀이기구 시설, 여객터미널 등이 포함됩니다. 코드아담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33,678건의 실종 경보를 발령하였고 경보발령 대상자를 모두 발견하였습니다.

코드아담 프로세스

※ 수색 10분 경과 시 경찰 신고

신고접수
즉시 모든

출입구 봉쇄
안내방송 및
경보 발령

수색조
집중수색

타격대 등 동원,
경찰수색▶ ▶ ▶ ▶

아동안전망현황

[참고 원문]

1.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경찰청) > 실종 대응 강화 148~154P

2. 2021년 실종아동등 실태조사 연구(아동권리보장원) > 법과 제도 7~18P, 150P

3. 40년 전 헤어진 모녀, 경찰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동아일보 | 2022.03.15)

4. 18년간 유전자 분석·대조로 실종아동 689명 가족 상봉(뉴시스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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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제도 [미국] 맥그러프하우스(McGruff House)

맥그러프 하우스는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고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민간과 경찰이 협력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내 약 44개주에서 시행 중이며 해당 제도는 1982년 미국 유타

주에서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고 범죄 의심자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맥그러프 하우스에는 만화 캐릭터로 등장한 ‘맥그러프 더

크라임 도그(McGruff the Crime Dog)’ 그림이 붙어 있으며 어린이들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범죄와 싸우는 맥그러프 더 크라임 도그 캐릭터를 보고 맥그러프 하우스를

인지합니다.

아동안전망현황

[호주] 세이프티하우스(Safety House)

1979년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잇따른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발생하자 지역

사회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논의가 시작됐고 주민 자치 조직인

세이프티 하우스(Safety House)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세이프티 하우스는 호주

전역으로 점차 확산되었으며 세이프티 하우스 회원 가정은 집에 표지판을 달고 범죄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고 경찰과 지방정부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골목 부모(Block Parent)

위험 상황에 직면한 아동을 자택에서 보호하고 경찰, 소방 등의 응급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골목 부모 (Block Parent)프로그램은 1968년 온타리오주를 시작으로

캐나다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일본] 세이프티스테이션(Safety Station)

일본 프랜차이즈협회(Japan Franchise Association)가 지역 주민 및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Safety Station(SS)은 편의점이 지역 사회를 위한 안전한 쉼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편의점 출입구에 부착된 세이프티 스테이션(Safety

Station) 포스터는 해당 편의점이 범죄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경찰 순찰을 받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여성, 어린이 및 노인을 위한 안전한 쉼터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참고 원문]

1. 아동보호 선진국선 어떻게 (문화일보 2010.3..31)

2. McGruff House Program - Village of Itasca (https://itasca.com)

3. http://blockparent.ca

4. Australian Police (www.australianpolice.com.au)

5. 일본 프랜차이즈협회 (https://ss.jfa-fc.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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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통계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국내에서 매년 약 4만 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종아동등 전체 신고는 41,122건으로 전년 대비 2,626건(6.8%) 증가하였으며, 18세 미만 아동은

2,233건(11.7%), 치매환자는 305건(2.5%)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88건(1.2%) 순으로 높아졌습

니다.

구분 계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17년 38,789 19,956 8,525 10,308

’18년 42,992 21,980 8,881 12,131

’19년 42,390 21,551 8,360 12,479

’20년 38,496 19,146 7,078 12,272

’21년 41,122 21,379 7,166 12,577

(’21. 12. 31. 기준 / 단위 : 건)

최근 5개년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현황

‘실종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이며 ‘아동

등’이라 함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 지체인 ·발달 장애인·정신장애인,

즉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함

[참고 원문]

1.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경찰청) > 실종대응 강화 147P,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처리현황 201P

2. 2021년 실종아동등 실태조사연구(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등의 일반적현황 35P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경찰청에 실종신고 접수된 대상(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이하 지적장애인))은 총 86,701명이며 해당 대상자를 기준으로 경찰청 DB 분석을 진행한

상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별 현황

구분 남성 여성

인원(명) 42,232 44,449

비율(%) 48.7% 51.3%

(기간 : ’18.1.1 ~20. 12. 31. 누계 기준 / 단위 : 건)

실종자 세부 분석

주요통계 2022 아동안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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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통계

연령별 현황

[참고 원문]

1. 2021 실종아동등 실태조사 연구 (아동권리보장원) > 실종아동등의 현황 35P, 39P

구분 미취학아동(7세 이하) 초등학생(8~13세) 중고등학생(14~19세) 성인(20세 이상)

구분
18세 미만 아동(명,%) 6,041(9.7) 17,591(28.1) 38,920(62.2) 0(0.0)

지적장애인(명,%) 289(1.2) 1,235(5.1) 3,179(13.2) 19,439(80.5)

총합 6,330(7.3) 18,826(21.7) 42,099(48.6) 19,439(22.4)

비율(%) 7.3 21.7 48.6 22.4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를 바탕으로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중고등학생

(62.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초등학생(28.1%), 미취학아동(9.7%)

순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높은 실종 신고 사유 중 하나는 가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성인(80.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종 발생 원인

실종 발생 원인 분석 결과, 아동의 실종 발생 이유로는 가정문제(18.7%)와 보호자 이탈(10.2%)이 전체

비중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지적장애인의 실종 주요 원인은 정신질환(32.4%), 보호자 이탈

(15.3%) 사유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두 집단 모두 보호자 이탈에 따른 실종 사유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파악됩니다.

구분
아동 지적장애인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보호자 이탈 6,411 10.2 3,698 15.3

가정문제 11,724 18.7 863 3.6

진학관계 647 1.0 6 0

상습가출 3,595 5.7 1,715 7.1

교우관계 4,067 6.5 110 0.5

정신질환 322 0.5 7,836 32.4

기타 35,786 57.2 9,921 40.9

(기간 : ’18.01.01 ~20. 12. 31. 누계 기준 / 단위 : 명/%)

(기간 : ’18.01.01 ~20. 12. 31. 누계 기준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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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 발견률

2020년 말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실종아동등의 미발견 건수는 총 424명(0.5%)로 나타났습니다.

미발견 실종아동등의 실종년도를 살펴보면 2016년 이전이 371명(87.5%)으로 장기 실종자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3.8%였습니다.

[참고 원문]

1. 2021 실종아동등 실태조사 연구 (아동권리보장원) > 실종아동등의 현황 45P, 46P,61P

구분 발견 미발견

인원(명) 86,277 424

비율(%) 99.5% 0.5%

3) 연령별 분석

미발견 실종아동등 세부 데이터 분석

미발견 실종아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미발견 실종아동등 중 18세 미만 아동 비중이 약 87.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성별에서는 여성 실종 건수가 남성 실종 건수 대비 약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아동(7세 이하) 및 초등학생(8~13세) 비율이 74.3%를

차지함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 아동 대상의 실종아동 예방 등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구분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구분
18세 미만 아동(명,%) 346(93.8) 0(0.0) 3(0.8) 6(1.6) 14(3.8) 369(100)

지적장애인(명,%) 25(45.5) 0(0.0) 8(14.5) 14(25.5) 8(14.5) 55(100)

총합 371(87.5) 0(0.0) 11(2.6) 20(4.7) 22(5.2) 424(100)

1) 연도별 미발견 실종아동등 현황

(기간 : ~20. 12. 31. 누계 기준 / 단위 : 건)

구분
미취학아동
(7세 이하)

초등학생
(8~13세)

중고등학생
(14~19세)

성인
(20세 이상)

합계

구분 249(58.7) 66(15.6) 63(14.9) 46(10.8) 424(100)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인원(명) 157 265 424

비율(%) 37.2 62.8 100

2) 성별 분석

(기간 : ~20. 12. 31. 누계 기준 / 단위 : 명 ,%)

(기간 : ~20. 12. 31. 누계 기준 / 단위 : 명 ,%)

(기간 : ~20. 12. 31. 누계 기준 / 단위 : 명 ,%)

주요통계
2022 아동안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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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문]

1. 2021 실종아동등 실태조사 연구 (아동권리보장원) > 실종아동등의 찾기 방법 58P

2. 아이CU프로그램 발생 사례 데이터 분석

실종아동등 발생 월별 건수

실종아동등의 실종 발생 월을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모두 상대적으로 외부 활동이

많은 5월, 6월, 7월에 실종 발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날씨에 따른 외부

활동과 실종 발생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활동을 하거나

가출로 외부에서 지내기 어려운 12월, 1월, 2월에는 실종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

3000

6000

9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0

10

20

3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아이CU 실종아동등 발생 월별 건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조사한 실태조사 연구 데이터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한 아이CU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12월, 1월, 2월 실종사례 발생 비중은 동일하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CU 사례에선 8월에 발생 건수가 많았는데 아동의 경우, 학원, 집 인근에서 길을

잃어 집을 찾아갈 수 없어 신고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21. 12. 31. 기준 / 단위 : 건)

(’기간 : 18.01.01~21 12. 31. 기준 / 단위 : 건)

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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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문]

1.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경찰청) > 실종아동등의 찾기 방법 58P

2. 2021 실종아동등 실태조사 연구 (아동권리보장원) > 대상에 따른 실종시간 39P

실종아동등 시간대별 발생 건수

실종아동등의 실종시간을 살펴보면 활동이 많은 시간대인 9시부터 18시 사이인 대에 실종건수가 높게

발생하였으며 그 중 15-18시에 가장 많은 실종 건수가 발생되었습니다. 반면 심야 · 새벽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종 건수를 보였습니다.

아이CU 시간대별 발생 건수

실태조사 연구 데이터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한 아이CU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15-18시에

가장 많은 신고가 발생되었고 심야 · 새벽 시간 대에는 현저히 낮은 신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사결과와 매우 흡사한 그래프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 하교 시간

이후인 15시-21시의 발생 건수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해당 시간대에 아동 실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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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조사한 실종아동 사례 발생 월별·시간 분석 결과와 아이CU 발생 사례 분석 결과를

비교 대조한 결과 공통적으로 하절기 및 오후 시간 대에는 실종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동절기와 심야 · 새벽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월별·시간대별 분석

결과 실종 발생 건수와 활동성 간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통계

(’21. 12. 31. 기준 / 단위 : 건)

(’기간 : 18.01.01~21 .12. 31. 기준 / 단위 : 건)

2022 아동안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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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동 지적장애인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탐문수색 18,439 29.7 6,780 28.0

수사 15,563 25.0 5,373 22.3
자진귀가 12,396 19.9 4,098 17.0

부모(가족) 10,126 16.3 2,595 10.8
제보발견 2,793 4.5 2,125 8.8

경찰보호신고 1,220 2.0 1,773 7.4
프로파일링시스템 650 1.0 683 2.8
실종아동찾기 센터 53 0.1 63 0.3

지문채취 45 0.1 39 0.2

실종아동등 발견 방법

실종아동등 발견 방법을 분석한 결과 탐문수색과 수사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견 방법 중 비중은 작지만 제보에 따른 발견 사례가 5번째로 나타나며 경찰에 따른

수색 · 수사활동과 더불어 실종아동에 대한 민간의 관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구분 대응 내용

신고 접수

1) 실동아동찾기센터, 각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신고 접수

2) 신고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 관련 여부 확인

3) 신고 접수 수취 후 즉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 및 관할 경찰서 지정

신고에 대한 조치

4) 정보시스템 검색 및 주변인물과의 연락 등 실종아동등의 발견 위한 지속 추적

5)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분기별 1회 주기로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실종아동 신고 후 프로세스 찾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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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지적장애인

실종아동등의 실종 시간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실종 후 3시간 이내 찾을 수 있는 확률은 48%(28,830명), 12시간 이내에 찾을

수 있는 확률은 78.1%(41,451명) 그리고 24시간 이내 찾을 수 있는 확률은 88.4%(44,662명)입니다.

반면 지적장애인의 경우 3시간 이내 찾을 수 있는 확률은 49.7%(11,580명), 12시간 이내 찾을 수 있는

확률은 70.8%(16,507명), 24시간 이내에 발견될 경우는 80.5%(18,777명)입니다. 실종이 24시간이

넘어 장기화될수록 찾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이탈은 정서적 불안감과 안전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종의 장기화 방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통계

(’21. 12. 31. 기준 / 단위 : 명/%)

(’21. 12. 31. 기준 / 단위 : 건)

[참고 원문]

1.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경찰청) > 실종아동등의 찾기 방법 40P

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

※ 출처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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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건수 현황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을 비롯해 관련기관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신고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2에 신고되는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12,619건, 2018년

12,853건, 2019년 14,484건, 2020년 16,149건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는

연평균 10% 안팎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26,048건으로 61.3%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며 어느 때보다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고,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과 민감도도 크게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 특성상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정과 같이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장소와 상황에서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신고는 아동학대를 밝혀내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증가는

단순히 범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를 범죄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척도이자, 더 큰

피해를 막는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21. 12. 31. 기준 / 단위 : 건)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경찰청(112신고) 12,619 12,853 14,484 16,149 26,048

아동권리보장원 34,169 36,417 41,389 42,251 -

(’21. 12. 31. 기준 / 단위 : 건)

학대 피해아동 연령

2021년 학대피해아동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피해 아동 총 13,672명 중 13세 미만은 60.1% (8,225명),

13세 이상은 39.8%(5,447명)로 나타나는 등 13세 미만 아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분(연도) 계 13세 미만 13세 이상

’21년 13,672 8,225 5,447

학대 행위자 유형 및 장소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2.9%로 가장 높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의 경우 ‘가정 내’가 8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계 부모 조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부모
동거인

위탁
부모

보육
교사

교원 학원
강사

시설
종사자

기타

인원 12,725 10,546 254 151 56 55 6 689 303 202 100 363

비중 100% 82.9% 2.0% 1.2% 0.4% 0.4% 0.0% 5.4% 2.4% 1.6% 0.8% 2.9%

구분 계 가정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학원) 복지시설 종교시설 기타

인원 11,572 9,983 423 51 464 83 11 557

비중 100.0% 86.3% 3.7% 0.4% 4.0% 0.7% 0.1% 4.8%

주요통계

[참고 원문]

1.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신 치안백서(경찰청) > 아동학대 현황 13P~15P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21. 12. 31. 기준 / 단위 : 명/%)

(’21. 12. 31. 기준 / 단위 : 명/%)

2022 아동안전백서

20







아동실종및학대예방

프로그램 개요 기획 의도

한 해 평균 4만여 건에 이르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BGF리테일은 2017년부터 아이CU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편의점 특성을 백분 활용한

아이CU는 ‘I Care for you’의 약자로 길을 잃은 아동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찰 ·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CU는 미아 보호 신고시스템은 물론 아동 학대 예방,

장기실종아동찾기,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포함하는 CU의 아동안전캠페인을 의미합니다.

운영 체계

길을 잃은 아동을 발견하거나 미아가 점포로 입점했을 때, CU매장 근무자는 결제단말기(POS)를 활용해

아동의 이름, 인상착의 등 정보 입력을 통해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된 정보는 경찰에 전달되며 해당

정보를 받은 점포 인근 경찰이 신속히 점포에 도착해 아동 정보 확인 후 안전하게 인계하고 있으며 보호자

역시 가장 가까운 CU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미아 또는 치매환자가 CU매장에서 보호 중인지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에서도 미아 등이 점포에 찾아왔을 시 신속한 신고와 보호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CU매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POS, 매장 BGM, 사보 등을 통해 대응 요령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된 아동, 치매환자, 지적

장애인은 22년 11월 기준 총 138명입니다. BGF리테일은 앞으로도 편의점 CU 네트워크와 아이CU

캠페인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아동안전망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① 위기 상황 발생 ② 안전한 곳으로 안내/보호 ③ POS 통해 미아보호 신고 ④ 경찰 출동

⑤ 인근 CU에서 보호여부 확인 ⑥ 보호 중 아동 경찰 인계 ⑦ 보호자 인계

▶

▶

▶ ▶

▶

아이CU 신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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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분석

아동실종및학대예방

연도별 사례 발생 추이

2017년 7월부터 운영된 아이CU 누적 사례 건수는 2022년 12월 누적 기준 총 138건입니다. 사례 발생

건수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COVID-19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며 2020년에 첫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된 2021년

부터는 사례 발생 건수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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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그룹별 분석

아이CU 프로그램 시행 후 2022년 11월까지 발생한 수혜자는 총 138명이며 연 평균 발생 수혜자는 약

27.6명입니다. 아이CU 신고의 사례 분석 결과 아동의 사례는 총 95명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68.8%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치매노인, 지적장애인은 각 21.7%(30명), 9.4%(13명)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COVID-19
발생연도

(’~22년 11월 기준 / 단위 : 건)

2022 아동안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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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그룹 연도별 분석

연도별 아이CU 수혜자를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아이CU 신고 중 아동의 신고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2020년 이후 COVID-19 방역 지침 완화에 따른 활동 확대로 2021년 미아 및 치매노인

신고 수가 크게 증가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아동의 경우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150% 로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치매노인 신고 수 비율은 전년대비 40% 수준으로 감소한

점은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아야 할 과제입니다.

COVID-19와 아이CU

COVID-19가 국내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월 이후 아이CU 신고 건수는 2019년 대비 약

38.9%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아동 신고 비중은 전년 대비 약 8.6%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COVID-19 제재가 다소 완화된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신고건수가 약 172.2% 상승하였고 이중 아동 신고 비중이 다시 약 22.7% 대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20년에는 COVID-19에 따른 가정 보육 증가로 인해 아동의 외부 활동

축소에서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며 2021년에는 방역 지침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다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통해 외부 활동과 미아 발생 간에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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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OVID-19로 인한 활동 제한와 미아 발생 간 상관관계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치매노인의 경우

2020년에 위와 같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치매노인의 경우, 아동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 범위가 넓고 성인 특성상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동실종및학대예방

(’~22년 11월 기준 / 단위 : 건)

(’~22년 11월 기준 / 단위 : 건)

(’~22년 11월 기준 /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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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발생 분석

아이CU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별 신고비율을 분석했을 때, 전체 신고 건수 중 경기 지역 (34.9%)이

가장 많은 신고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서울지역 (14.4%), 충남지역(7.6%)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미아 사례가 발생한 경기지역을 세부 지역으로 분석한 결과,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순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기 지역별 인구수 순위와 비례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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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발생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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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및 연령대 분석

아이CU 신고 대상자가 남성인 경우는 여성 대비 약 10.6% 높았습니다. 또한,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10대 이하 아동 비율은 전체의 약 51.4%를 차지하였고 20대 이하의 연령 중에서도 초등학생 비율은

약 53.8%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대 이상 및 60대 미만에서 아이CU 발생건수는 4.3%였으며 이중

83%는 지적장애인, 17%는 치매환자 사례였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의 경우 실종지는

주로 집 인근으로 파악됐으며 실종 사유로는 집에 보호자가 보이지 않아 밖에 나왔다가 길을 잃은 경우,

친구와 놀다가 혹은 학원을 오가는 길에 길을 잃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 기타 : 아이CU 신고시 정보 미기입 사유로 발생

아동실종및학대예방

(’~22년 11월 기준 / 단위 : 건)

(’~22년 11월 기준 / 단위 : 건)(’~22년 11월 기준 / 단위 : 건)

2022 아동안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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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빈도

발생 월(月) 분석

발생 시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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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접수 다빈도 점포

아이CU 사례 분석을 토대로 월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주로 7월에서 9월에 미아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신고 내용 확인 결과, 해당 월에 특별히 미아가 발생된 사유는 되지 않았고 대다수가 동네

인근에서 길을 잃어버린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발생 시간대 분석 결과, 15시에서 18시 사이에 가장 많은

미아 신고 건수가 발생했는데 이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아동등 실태조사 연구>에서 진행한 시간대별

‘아동 및 지적 장애인의 실종시간 분석’ 결과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138건의 아이CU 신고 중 한 점포에서 3회

이상 신고를 진행한 점포는 총 2점이었으며

이외 점포에서는 평균 1~2회 수준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동실종및학대예방

(’~22년 11월 기준 / 단위 : 건)

(’~22년 11월 기준 / 단위 : 건)

27



신고 다빈도 점포 사례 분석

특정 점포에서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점포를 중심으로 특징을 파악한 결과 주로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신고 다빈도 점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인근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아동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근 파출소가 도보 10분 이상 거리에

위치하여 파출소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CU현풍화성파크드림점

발생 건수 : 총 3건

발생 월 : 3월(1건), 8월(1건), 9월 (1건)

발생 시간 : 17시~20시

점포 특성 : 대단지 아파트 입구 옆 상가 1층 위치

편의점 앞에 4차선 도로 위치

입지 특성 : 배후지에 아파트 대단지 (639세대)

대단지 건너편에 저층 상가주택단지 형성

인근 어린이집 · 초 · 중학교 위치

인근 파출소 거리 : 708m (어른 걸음 기준 12분 소요)

발생 사례 :

2020년 9월 10일 오후 5시경, 3~4세 남아 입점. 입점 후 점포 내부를 돌며 과자를 고르고 카운터에 가져다 놓는

아이가 계산을 하지 않고 서성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이를 관심있게 보자 아이가 거리감을 느끼고 아이가 도망을

갔음. 아이와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과자를 주며 아이와 할머니를 찾으러 점포 밖에 나가서

확인하였지만, 주변에 아이를 찾는 어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점포로 들어와 아이에게 과자를 먹이고 안심을 시킨

후 아이CU를 통해 미아신고 조치 함. 잠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를 인계함.

CU성남태평마을점 |

발생 건수 : 총 4건

발생 월 : 1월(2건), 2월(1건), 7월(1건)

발생 시간 : 10~16시

점포 특성 : 동네 주택가 초입에 위치

골목 삼거리에 위치하였으며 좁은 도로면 접함

입지 특성 : 3층 이하의 다가구 주택가 단지

편의점 인근 2개 초등학교 및 학원 위치

편의점 인근 골목 상권 형성

인근 파출소 거리 : 1.4km (어른 걸음 기준 22분 소요)

발생 사례 :

2021년 2월 18일 16시 25분 5세 남자 아동이 CU성남태평마을점 입점. 추운 날씨에 내복차림으로 방문한 아동이

길을 잃어버려 울음을 터뜨렸고, 점주는 아이를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 뒤 안심시키고 POS를 통해 아이CU 미

아보호신고를 진행하였고 이후 아이를 찾는 어머니가 방문하여 안전하게 인계함

아동실종및학대예방
2022 아동안전백서

28



참여자 인터뷰

CU원주포란재정문점 김정욱 점주

발생일시 : 2021.12.20 14:32

신고 아동 정보 : 최O민 / 9살

신고 당시 상황

길 잃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가 울먹이며 매장에 들어와 집 가는 길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우선은 아이를 안심부터

시키고 바로 아이CU 신고를 하였고 아이에게 음료수를 주며 이야기를 하던 중 인근 태권도 체육관의 관원생임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체육관 관장과의 친분이 있었기에 확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 인근 지구대 경찰이 도착해서

자초지종 상황 설명 중 관장님이 도착해 확인 후 인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해당 아이의 부모님이 찾아와

감사하다고 인사를 수차례 하셨는데 매우 뿌듯했고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CU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며 느낀 소감

평소 BGM을 통한 아이CU 프로그램 멘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CU프로그램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참 다행스럽고 고마웠습니다.

CU신림조원점 김남영 스태프

발생일시 : 2022.07.29 17:53

신고정보 : 김O온 / 5살

신고 당시 상황

길을 잃은 5살 여자 아이가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자 손님 2분이 아이를 발견해 CU 앞에서 달래주고 있었고 아이는

할머니를 찾아야 한다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말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고를 위해 아이의 이름을 물어 곧바로

POS 미아보호 신고로 신고하였고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부모님, 할머니 성함을 듣고 아이의 집을 찾아

할머니를 모시고 와주었습니다. 이후 아이는 할머니를 만나 안전히 귀가하였습니다.

아이CU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며 느낀 소감

POS 화면보호기에 아이CU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화면이 중간중간 지나가서 미아가 생겼을 때 당황 하지 않고 바로

신고할 수 있었어요. 경찰 분도 빠르게 출동해 주셔서 아이도 금방 집에 돌아갈 수 있었고요. 신고 이후 본사에서 신고

접수가 되어 전화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느꼈습니다. 손 쉬운 신고 기능과 빠른 출동, 경찰

분의 적절한 조치로 아이를 빠르게 집으로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동실종및학대예방

전국 CU 가맹점주 및 근무자들은 POS, 매장 BGM, 사보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아이CU 프로그램

관련 교육 및 알림을 꾸준히 공유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CU근무자들은 미아를 발견했을 때 아이CU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신고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금번 인터뷰는 실제로 아이CU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CU가맹점주 및 스태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CU

프로그램을 지속 개선·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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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동탄포스코점 전종철 점주

발생일시 : 2022.02.24 11:30

신고정보 : 미상 / 5살 (빨강패딩, 청색바지)

신고 당시 상황

물건이 들어와 검수하던 와중에 4~5살 짜리 아이가 가게로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그 나이면 보통 부모님과 함께 오는데

5분이 지나도 부모님이 보이지 않아 물어보니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13년 정도 점포를 운영했는데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서 아이들을 대략 아는데 이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일단 아이를 안전한 곳에 앉힌 후 아이CU가 생각나

접수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신고 후 아파트 단지에도 미아 방송을 요청했어요. 이후 어린이집 선생님이 찾아왔고 얘기를

들어보니, 누나를 몰래 따라온 동생이 배회하다가 길을 잃었던 거였더라고요. 뒤이어 경찰도 도착해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안전히 인계하였습니다.

아이CU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며 느낀 소감

제 경우에도 아들이 어렸을 때 잃어버려 하루 종일 찾은 사례가 있어서 부모님의 심정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CU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CU진해루휴게소점 박한별 스태프

발생일시 : 2022.09.24 17:17

신고정보 : 장O주 / 6살

신고 당시 상황

아이가 처음 찾아올 당시 수많은 인파 속에서 부모님을 잃은 당황함과 무서움에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잃어버려 찾아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었지만 아이도 많이 힘들고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걸 알기에 의자에 앉혀 “많이 무서웠죠? 괜찮아요. 부모님 꼭 찾아줄게요!”라며 아이를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이후 부모님을 찾기 위해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아이는 너무 당황해 아빠의 번호가 기억 나질 않는다고 하였고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POS에 미아 신고 기능을 확인했던 것이 떠올라 아이를 위해서 고민없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프로그램에 아이의 인적사항과 특이사항을 입력하고 신고 후 부모님께 인계 전까지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건넨 용기에 대한 칭찬과 위로의 말을 건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많은 인파 속 아이를

찾는 부모님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동료 스태프가 출동한 경찰을 통한 확인 후 아이를 부모님께 직접 인계해주었습니다.

아이CU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며 느낀 소감

저도 어린시절 동생과 함께 워터파크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 무섭고 두려운 감정에

동생까지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에 눈물 밖에 나지 않았고 울고 있으니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 장내 방송을 통해 부모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한 시라도 빨리 부모님에게 인계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CU 프로그램을 널리 알려져 아이들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 만들고

아이들도 고민없이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실종및학대예방
2022 아동안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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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은 몽골 파트너사 ‘센트럴 익스프레스(Central Express)’와 함께 아이CU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몽골 CU 운영사는 2021년 5월, 몽골 울란바토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이CU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현재까지 아이CU 신고시스템을 통해 미아 등을

안전하게 경찰에 인계한 사례는 총 5건입니다. BGF리테일은 앞으로도 해외 파트너사와 협업하여

아동안전 네트워크망을 글로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현황

몽골은 전체 인구 절반에 가까운 153만 명이 울란바토르에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의 31.5%가

0~14세일 만큼 어린이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입니다. 특히, 몽골 내에서는 돌봄 시설 부족, 생계로 인한

보호자 부재 사유로 울란바토르에서만 매년 1,200여 명의 실종 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몽골

CU에서는 큰 사회적 문제인 아동 실종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편의점 네트워크망과 아이CU

프로그램을 활용해 촘촘한 아동안전망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22년 4월 기준 몽골 울란바토르

내 경찰서는 약 30개이고 몽골CU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200호점으로 몽골CU는 울란바토르 내

최대 아동안전 네트워크망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만나는 아이CU 캠페인

몽골에서는 한국의 아이CU 캠페인송을 몽골어로 번안한

버전의 캠페인송을 SNS 및 CU매장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

니다. 또한 몽골 어린이날인 지난 6월 1일에는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만화책을 출간해 어린이 대상으로 배포하는 등

민간 대상의 아동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실종및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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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아동의 안전, 행복과 기업사회공헌(CSR)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사회공헌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21년 발간한 <2021 사회공헌 백서, 사회공헌의 전환: The Way

to ESG>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상위 1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규모는 2.7조원에 달한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향후 기업사회공헌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로 일자리 확충, 소득 증대, 환경 보

호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꼽았다.

한편 전경련의 <2021 주요기업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사회공헌 지출이 집중된 분야는 취약

계층 지원(33.8%), 교육/학교/학술(24.9%), 문화/예술/체육(12.1%), 응급/재난구호(4.3%)로 나타났

다.

그러나 아동 안전과 관련된 사회공헌은 현대차, 금호타이어 등이 진행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bhc치킨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한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 이마트의 옐로카펫(교통안전공간)

설치 등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업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분야이다.

이런 상황에서 BGF리테일의 아동안전 캠페인인 <아이CU(I Care for yoU)>는 아동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아동 학대 예방 및 관찰 강화를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사회공헌 프로

그램으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BGF리테일의 CU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16,000여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음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 가능한 CU편의점에 들어온 미아의 이름, 인상착의 등 정보를 점주 또는 점원

이 입력하면 자동으로 112신고가 이뤄지고 해당 정보가 전국 CU점포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스템을 통

해 실종아동 발견에 소요되는 시간을 종전의 82시간에서 10분(신고 후 경찰 인계까지 걸리는 시간 기준)

으로 크게 낮추었다.

2017년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연 평균 30여명, 누적 기준 총 138명을 가족의 따뜻한 품으로 돌려보냈다.

만약 본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들이 결국 경찰 또는 다른 시민들의 도움까지도 받지 못했다면, 길

을 잃은 본인들은 물론 가족들의 마음이 그리고 실종 사건 이후 본인과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 지를

상상해 본다면 이 프로그램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의미가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가족을 다시 찾은 138명 중에서 아동이 대다수인 69%를 차지하지만, 치매환자 22%,

신현상 교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아동실종및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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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9% 등 성인들 중에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도 본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

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의 우영우 신드롬과 함께 지적장애

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프로그램이 향후 더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CU> 프로그램은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기능을 추가 개발했으며, 발견된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BGF 복지재단을 통해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BGF리테일 차량에 공익광고를 부착하고,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아동안전시민상 제

도 등을 통해서 애드보커시 활동까지 진행하고 있다.

<아이CU> 프로그램은 기업이 ‘전국에 깔린 편의점’이라는 자신만의 핵심 인프라를 사회와 공유해서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징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수혜자는 물론 일반 시민고객들에게 신뢰, 편안함, 안전 등

의 심리적 가치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본 프로그램의 지속가능

성을 높이게 된다는 점에서 똑똑한 사회공헌(smart CSR)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고 한다. <아이CU> 프로그램은

CU가맹점 점주와 점원을 중심으로 기업(BGF리테일), 정부 및 공공기관(경찰), 언론(SBS) 등 이 사회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함께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향후 컬렉티브 임팩트(col-

lective impact)의 좋은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CU 편의점에 의해

2021년부터 5건의 미아보호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 <아이CU> 프로그램은 행정체계가 덜 효율적이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현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기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원문]

1. 기업 사회공헌 의사결정, ‘ESG’가 가장 큰 영향 미칠것 / 복지타임즈 (21.12.29)

2. 2021 주요기업 사회적 가치보고서 (FKI 전국경제인연합회)

33



BGF리테일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및 실종아동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장기실종아동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U SOON’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 및 실적

2018년 9월부터 BGF리테일은 CU점포의 결제단말기(POS)를

활용해 매월 3명 이상의 장기실종아동 정보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장기실종아동의 이름 ,

생년월일, 인적사항 및 사진 등 정보를 송출하고 있으며 22년

11월 기준으로 송출된 실종아동 및 치매노인은 총 384명입니다.

CASE STORY : 기적을 만나다

2020년 10월, 한 청년이 경북지역의 한 CU 매장 결제단말

기(POS)에서 송출된 사진이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닮았다며

연락을 걸어 왔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부모와 실종자 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청년은 20여년 간 헤어졌던 가족과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CU SOON 캠페인은 더 많은

장기실종아동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Be Your Good Friends

2021년 BGF리테일은 엔터테인먼트 사와 함께 ‘너의 좋은 친구

가 되어줄게(Be Your Good Friends)’ 프로젝트를 진행했습

니다. 음원 앨범에는 ‘실종아동 찾기’라는 앨범명이 붙여졌으며

장기실종아동 정보로 구성된 앨범재킷과 음원으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실종아동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실종아동의 날, SNS 캠페인

2021년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사회가치 프로젝트팀 ‘파동’과 함께 SNS

채널을 활용하여 장기 실종 아동 카드뉴스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카드뉴스를 본인 SNS에 리그램(공유)할 때마다 건당 525원씩

장기실종아동찾기 활동에 기부되며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

은 (사)실종아동찾기협회로 전달되었습니다.

장기실종아동찾기 캠페인 ‘CU SOON’

장기실종아동 정보 POS 송출

MZ세대와의 캠페인 Ⅰ

개요

2022 아동안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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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제1회 아동안전그림공모전’의 대상 수상작 6작품과

6명의 장기실종 아동 정보를 함께 담아 CU핫팩 상품으로

출시했습니다. 동절기 시즌에 많이 찾는 핫팩 상품을 통해 국민

대상으로 실종아동예방 및 장기실종문제를 알리고 사회 전반의

아동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익 광고 전개 ‘실종가족의 10년 함께해주세요’

BGF리테일은 CU브랜드 10주년을 맞이해 더 많은 국민들이 장기실종 문제를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5월 한달간 총 11곳의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를 활용해 장기실종아동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광고에는 총 13명의 장기실종아동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를

기재되었으며 실종아동의 현재 추정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간 협회에서 많은 단체와 캠페인을 진행 했지만,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장기실종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기업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도 크고요 . 그런

점에서 BGF리테일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

로도 BGF리테일이 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에 좋은

동력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사)한국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회장

장기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CU SOON』

상품 패키지 내 실종아동정보 반영

Mini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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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영향력의 확산 『아동안전시민상』

개요 추진 배경

2017년 4월, BGF리테일은 경찰청과 함께 편의점 기반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이어

2019년 10월에 아동안전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과 함께 아동 안전 유공자 포상제도 ‘아동안전시민상’을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334명이 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이 수여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시민상은 아동안전을 힘쓴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진행하며 공적에 따라 시민영웅 부문과 아동안전부문으로 나뉘어 시상을 진행합니다.

시상 제도

주관 : BGF리테일, 경찰청

아동안전시민상

시민영웅부문 아동안전부문

· 대상자 : 아동보호 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된 국민

· 수상자 : 연도별 시상 진행 (최대 3명)

· 포상 내용 : 상장, 감사패, 상금 (최대 1천만원)

· 대상자 : 아동안전지킴이(집), 아이CU 사례우수자

· 수상자 : 분기별 시상 진행 (분기당 최대 45명)

· 포상 내용 : 상장, 상금(30만원)

심사 프로세스

시상 현황

구 분 시민영웅 아이CU
아동안전
지킴이

아동안전
지킴이집

합계

수상자 9 56 223 46 334

아동 안전을 위해 힘써준 개인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 분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아동안전시민상 시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시민상을 수상하는 모습>

(’~22년 11월 기준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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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영웅부문

BGF리테일은 아동 안전 활동으로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명에게 시민영웅부문

아동안전시민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언론 등 모니터링, 민관 추천 등의 과정을 거쳐 아동 학대 예방,

인명구조, 실종아동 수색, 아동안전문화 전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 안전을 위해 힘쓴 시민들을 후보로

선정하며 BGF리테일, 경찰청,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영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시민영웅 사례는 아동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수상 사례

수상자 육군32사단
공적 내용 청주 지역, 여름철 가족과 등산 중 실종된 조은누리 양을

열흘간 수색 작업을 진행해 기적처럼 구조함

수상자 이수형님
공적 내용 제주 지역, 화재가 난 이웃집에서 갓난 아이와 초등학생 등

일가족 4명을 구조

수상자 백동선님
공적 내용 안동 지역, 물놀이 도중 물에 빠져 허우적 대는 삼남매 구조

※ 왼쪽 2번째부터 육군 32사단, 이수형님, 백동선님 순서

제1회 시민영웅수상자 (2019)

제2회 시민영웅수상자 (2020)
수상자 구창식님 가족
공적 내용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 발생시 임산부와 갓난아이

를 비롯해 18명의 주민들을 구조함

수상자 익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익명처리)
공적 내용 학대 아동을 발견하고 인근 CU로 데려가 상처 치료부터

경찰 인계의 과정까지 아동을 보호하며 아동 안전을 지킴

수상자 조만호님
공적 내용 김포 지역 내 교통사고로 농수로에 추락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9명의 아동 구조함

제3회 시민영웅수상자 (2021)
수상자 발광
공적 내용 비영리 공익광고 모임으로 장기실종아동,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아동 안전 광고 제작 통해 아동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

수상자 신태종님
공적 내용 빌라 4층에서 추락한 아동을 팔로 받아 내어 생명을 구함

수상자 조만호님
공적 내용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아동 2명 구조

시민영웅부문

수상자 신태종님

아동 인명 구조 사례|

SNS 카드뉴스제작

2021 
찾아가는 시상식

QR코드

선한 영향력의 확산 『아동안전시민상』
2022 아동안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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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Ⅱ 아동안전은 사회의 관심과 참여로

더 촘촘해집니다.

2007년 12월 25일,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두 명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일명 예진이, 예슬이 사건).

당시 이웃에 사는 아저씨가 초등학생 2명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으며 아동 안전에 대한 국가, 사회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2008년 3월, 대한민국 경우회(퇴직 경찰관 단체) 서울 지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위해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2인 1조로 구성하여 학교주변 순찰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8월, 이 봉사활동이 아동 안전 정책으로 법제화된 아동안전지킴이가 되었고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장소적 거점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당시 1,000여 명이던 아동안전지킴이는 22년 현재 12,010명으로 전국초등학교 6,157개교에

배치되어 활동 중이고 아동안전지킴이집은 11,434개소가 위촉되어 봉사활동 중인데, CU편의점

운영자분들도 1,035명이 참여 중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나 아동안전지킴이집은 국가 주도의 정책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영역으로 국가와 사회, 개인 모두의 참여가 절실했기 때문에 법제화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경찰청에서 대한민국 아동 안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초창기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아동안전망이 확대되었지만 더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지역공동체 치안이 필요한

분야가 아동 안전 분야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2019년), BGF리테일 관계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아동 안전 협업에 대한 제안이 구체적이었고

BGF리테일 실무자들의 아동 안전에 대한 고민과 이해도가 높아 업무 협업 추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숙희 총경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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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국가 정책의 한계를 시민영웅부문과 아동안전부문으로 구성된 아동안전시민상으로

탄생시켰고 그 효과는 인간의 선한 용기를 칭송함과 더불어 전국민 대상으로 아동 안전에 대한 본능적인

참여를 자극하였으며 수많은 우리 이웃의 작은 영웅들은 사회와 이웃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경찰관이 할 수 없는 일도 사회와 국민이 참여하면 가능하다는 공동체 치안의 힘을 보여

주었습 니다.

또한, BGF리테일과 경찰청이 공동 주최한 아동안전그림 공모전 내용을 보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좋은 친구 CU, 길을 잃어버렸을 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찾아주는 아이CU, 어두운

골목길에서 더 반갑고 안심이 되는 우리동네 미니 파출소 CU… 골목 골목 24시간 불 켜진 우리

파출소를 만난 듯 반가웠습니다.

사회공헌 기업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동 안전지킴이이자, 아동안전지킴이

집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아동안전 정책에 함께 해주신 BGF리테일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 아동안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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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추진 배경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과 아동 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동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 인식하고 위험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올바른 대응 방안으로

대처하는 교육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BGF리테일은 2021년부터 경찰청과 협력해

13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아 예방, 아동학대 예방 등 2가지 주제로 아동안전그림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아동안전그림공모전 (5.05~5.31)

주관 : BGF리테일 / 주최 : BGF리테일, 경찰청

참여 대상 : 13세 이하 어린이 (유치부, 초등저학년부, 초등고학년부 그룹별 심사 포상)

공모 부문 : 아래 부문 중 택1 응모

부문 미아 예방 아동 학대 예방

주제
길을 잃었을 때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켜

주는 아이CU와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우리 가족

시상 내역

구 분 미아 예방 아동 학대 예방

대 상 그룹별 1명 (3명) 그룹별 1명 (3명)

최우수상 그룹별 1명 (3명) 그룹별 1명 (3명)

좋은 친구상 그룹별 1명 (10명) 그룹별 1명 (10명)

참가상 작품 응모접수 선착순 (1,000명)

단체상 응모작품수 상위 단체 (5개소)

심사 방법

작품 접수

▶

1차 심사

▶

최종 심사

· 미아예방 부문

· 아동학대예방 부문

· 내부심사(100%)

(주제적합성, 표현력,  창의성, 

완성도 등 부문별 점수 평가)

· 국민투표(50%)

· 내부심사(50%)

시상 진행

2022 년 제 2 회 아 동

안전그림공모전은 CO

VID-19에 따라 찾아가는

시 상 식 형 태 로 진 행

되었으며 참가작을 모두

엮은 작품 모음집을 발행

하였습니다. <22년도 공모전 작품모음집>

상품 출시

2021년에는 아동안전 그림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6개와 6명의장기실종

아동 정보를 담은 핫팩을

출시했습니다.

<마음까지 따뜻한 핫팩>

아동안전의식제고위한 ‘아동안전그림공모전’

작품모음집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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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예방부문 수상작

유치부 |  이신혁
든든한 아이CU가 지켜줄게

초등저학년부 | 신민경
든든한 CU, 우리를 지켜줘요

초등고학년부 | 이호은
걱정마, 울지마! 길 잃었을 땐 CU가 있어

미아 예방 부문은 아동이 길을 잃었을 때의 올바른 행동 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의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 등이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근방 CU 편의점이나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②

③

2022 

주요 수상작

아동안전의식제고위한 ‘아동안전그림공모전’

초등고학년부 대상 수상자 | 이호은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6학년 이호은입니다. 이번 첫 공모전에서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

다. 평소에 인터넷, 뉴스, 신문기사들에서 길 잃은 아동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길

잃은 아이들이 무사히 부모님을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렸어요. 저의 그림처럼 우리 동네 가까이 아동안전

지킴이집 CU편의점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고마워요. 걱정 마! 울지마!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주는 친구처럼 " 아이안심

CU캠페인송＂을 부르며 모든 실종아이들이 부모님 품으로 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CU와 함께

모두가 안전하고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꿈꿔요.

수상자

Mini 인터뷰

①

②

③

2022 아동안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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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부 |  조은주
우리가 지켜줄게

초등저학년부 | 김아정
아동학대예방, CU와 함께! 

초등고학년부 | 윤성욱
사랑은 폭력을 이길 수 있어요

아동학대예방 부문 수상작

아동학대예방부문은 ‘아동 학대 없는 행복한 우리 가족’을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아동 스스로가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가족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바람직한 가정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②

③

아동안전의식제고위한 ‘아동안전그림공모전’

수상자

Mini 인터뷰 초등고학년부 대상 수상자 | 윤성욱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런 영광스런 상을 타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그림을 그리면서

집집마다 울고있는 아이들 없이 모두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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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BGF리테일은 국내 아동안전망 확대 및 아이CU프로그램 개선을 목적으로 성인 525명을

대상 아동안전 전반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은 향후 아이CU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며 나아가 해당 설문조사 결과가 국내 아동안전망 개선 업무에도 활용

되기를 바랍니다.

Q1. 귀하는 CU에서 운영하는 아이CU 미아신고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33.5%(176)
예, 알고 있습니다.

66.5%(349)
아니오, 몰랐습니다.

Q3. 귀하는 CU에서 운영하는 <아이CU>가

좋은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9점

Q4. 귀하는 CU에서 운영하는 아동안전

지킴이집이 좋은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4.14점

Q2. 귀하는 CU가 참여하는 <아동안전지킴

이집>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37.0%(194)
예, 알고 있습니다.

63.0%(331)
아니오, 몰랐습니다.

아이CU 미아신고 프로그램이란 | 미아 및 길을 잃은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등 발견 시 CU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상자 이름,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결제단말기(POS)에 입력하여 경찰과 전국 CU매장에 실시간 공유한 후,
실종아동을 경찰 또는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참여자 수 : 총 525명 (남성 271명, 여성 254명) 
· 설문 기간 : 22.10.01 ~ 10.10
· 신뢰도 : 95% (표본 오차 ± 4.38%)
· 진행 기관 : 서베이빌리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공익제도로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아동보호 활동을 희망하는
편의점, 약국 등이 위촉되며 위험에 처한 아동을 아동안전지킴이집에서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아동 긴급
임시보호소를 말합니다. 현재까지 1천 곳이 넘는 CU편의점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국민설문조사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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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연간 112에 접수되는 아동(치매환자, 지적장애인 포함) 실종신고는 몇 건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15.4%(81)
1만건 이하

33.1%(174)
1만건 초과 2만건 이하

11.0%(58)
4만건 이상

26.9%(141)
2만건 초과 3만건 이하

DATA FOCUS | 아동안전 프로그램 인지 및 자녀유무 - 실종신고 건수 답변 간 분석

아이CU 등 아동안전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정답률이 전체 응답자 정답률 (11.0%) 대비 각 5.5% 상회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 프로그램 인지율과 실종신고 건수 간 답변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안전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응답군이 실종건수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갖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13.5%(71)
3만건 초과 4만건 이하

결과 요약 | 국내 연간 실종신고 건수는 약 4만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89%는 4만건 보다 적게 발생
할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아동 등 실종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도가 높지 않은 편으로 파악됩니다.

구 분 1만건 이하
1만건 초과

2만건 이하

2만건 초과

3만건 이하

3만건 초과

4만건 이하
4만건 이상

아이CU프로그램
인지자 4.5 35.2 30.7 13.1 16.5

미인지자 20.9 32.1 24.9 13.8 8.3

차이 내역(인지자 기준) -15.4 3.1 5.8 -0.7 8.2

아동안전지킴이집
인지자 6.2 29.9 33.5 13.9 16.5

미인지자 20.8 35.0 23.0 13.3 7.9

차이 내역(인지자 기준) -14.6 -5.1 10.5 0.6 8.6

구 분 1만건 이하
1만건 초과

2만건 이하

2만건 초과

3만건 이하

3만건 초과

4만건 이하
4만건 이상

자녀
유자녀 12.2 29.8 31.7 15.4 11.0

무자녀 20.4 38.3 19.4 10.6 11.2

차이내역 -8.2 -9.5 12.3 4.8 -0.2

또한, 자녀유무에 따른 실종신고 건수 답변을 분석했을 때 전체 응답자 정답률과 자녀 유무에 따른 정답률 차이는 크지

않으나, 자녀가 없는 응답군이 상대적으로 실종신고 건수에 대한 민감도가 현저히 낮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국민설문조사결과분석

( 단위 : %)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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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 데이터

DATA FOCUS | 자녀유무 – CU를 통한 미아 보호 여부 답변 간 분석

특정 상황에서 미아 발견 시, ‘아이를 데리고 ‘CU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약속 장소로 향한다’는 유자녀 응답군의 답변이

무자녀 응답군 답변보다 약 16.1% 높았습니다. 반면, 무자녀 응답군의 경우, 보호자나 경찰이 올 때까지 아이와 함께

기다린다는 답변이 유자녀 응답군 대비 18.2% 높았습니다. 

Q6. 길을 잃은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을 편의점CU에서 일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해주는

<아이CU 미아신고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있는 당신이 어느 날 급한 약속을 앞두고 길을 가던 중 길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을 발견했습니다. 20미터 떨어진 곳에는 편의점 CU가 있고 인근에

파출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30.7%
보호자 또는 112에 전화하고 보호자나
경찰이 올 때까지 아이와 함께 기다린다

아이를 데리고 CU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약속장소로 향한다

약속 장소로 향하되 경찰에 신고를 한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으로 확신하고
일단 약속장소로 향한다

56.4%

10.7%

2.3%

2.2%

2.4%

결과 요약 | 해당 문항은 답변자가 아이CU 미아신고 프로그램을 인지했을 경우, 실제로 근방에 CU가 있을 시
CU편의점을 통해 미아 보호를 요청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응답자 중 약 56.4%가 CU를
통해 아동 보호를 요청할 것이라 응답하였고 약 41.4%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경찰 신고를 할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구 분 유자녀 무자녀

보호자 또는 112에 전화하고 보호자나

경찰이 올 때까지 아이와 함께 기다린다
23.5 41.7

아이를 데리고 CU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약속장소로 향한다
62.7 46.6

약속 장소로 향하되 경찰에 신고를 한다 11.6 9.2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으로 확신하고

일단 약속장소로 향한다
2.2 2.4

대국민설문조사결과분석

( 단위 : %)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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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86)

Q7. 귀하는 CU에서 진행하는 <장기실종 아동/

실종치매노인 찾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

까? (복수응답 가능)

Q8. 귀하는 CU에서 운영하는 <장기실종 아동/

실종치매노인 찾기>가 좋은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U편의점 계산대 모니터(167)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122)

언론매체/SNS(97)

아니오
(184)

<광고 시청 장소>

4.12점

결과 요약 | BGF리테일은 장기실종아동, 실종치매노인 광고 영상을 결제 단말기(POS), 지하철 스크린도어,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항은 홍보에 대한 인지율을 묻는 동시에 구체적인 시청 장소를 파악
하고자 하였으며 설문 결과 CU편의점 계산대 모니터,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언론매체/SNS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9. BGF리테일은 경찰청과 함께 화재·물놀이·교통사고, 실종·학대·폭행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선행 사례로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 공무원 등을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다음의 포상제도 중 알고 계신 제도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10.7%

아동안전시민상

(BGF리테일)

OO의인상

(L그룹)

OOO히어로즈

(P사)

OOOO시민영웅

(S사)

23%
(146)

32%
(210) 14%

(90)
10%
(66)

모르겠다 (21%)

결과 요약 | 2019년 10월, BGF리테일은 경찰청과 함께 ‘아동안전시민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지켜내거나 적극적인 아동 안전 활동을 전개해 사회적 귀감이 된 시민들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아동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해당 포상 제도에 대한 인지율을 설문한 내용으로 응답자 중 약
23%가 아동안전시민상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국민설문조사결과분석

( 단위 : 건) ( 단위 : 점)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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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써

다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20.3%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

아동의교육·보육비등지원혜택을늘리는것

맞벌이 부부 등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동 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것

육아 휴직 제도가 확대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이 노력하는 것

부모의 출산·양육부담을 줄여주는
것(세금감면, 임신·출산비 지원 등)

21.2%

20.3%

29.2%

18.3%

11.0%

결과 요약 | BGF리테일은 대한민국의 큰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별도의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문항에서 아동 보육 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답변이 약 30%를 차지했고 뒤이어 아동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 아동 교육·보육비 지원 혜택 강화의 순이었습니다. 해당 문항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 정부 ·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Q11. <아이CU 캠페인>, <아동안전지킴이집>, <장기실종아동/실종치매노인 찾기> 등 전국 1만

6천여 CU편의점을 활용한 BGF리테일의 기업사회공헌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12점

결과 요약 | BGF리테일이 전개하는 CU플랫폼 거점의 아동안전 사회공헌 활동 등이 실제로 아동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12점을 받아 편의점 기반의 안전 활동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국민설문조사결과분석

( 단위 : %)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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