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관련 인식 조사
*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직업별, 학력별, 혼인상태

문1.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다음과 같은 행위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각의 항목

에 대해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 다음 항목은 스토킹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거절해도 
구애를 계속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2. 상대방이 거절해도 선물을 계속 보내는 
정도는 범죄가 아니다

3.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어도 호감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

4.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어도 거주지에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5. 헤어진 연인이 거절해도 전화나 문자를 
계속하는 건 범죄가 아니다

6. 이혼한 전 배우자가 거절해도 전화나 문자를 
계속하는 건 범죄가 아니다  

7.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거절해도 
지속적으로 거주지에 찾아가는 건 범죄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토킹은 연예인이나 극히 소수만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스토킹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3. 나도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4. 싫다고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면 스토킹은 
중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3.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

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스토킹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 별로 모르고 있다  

4) 전혀 모르고 있다   

문4.  귀하께서는 직접 스토킹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문 6으로)

문5.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스토킹을 당해 보셨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카메라 이용 촬영 및 유포

2) 주변사람을 괴롭힘

3) 주거지나 직장에 연락 없이 찾아와서 기다림

4) 미행

5)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냄

6) 의도적 험담 등 모욕감을 줌

7) SNS를 통한 괴롭힘

8) 뒷조사

9) 협박

10) 허락 없이 집에 침입함

11) 지나친 전화/문자 연락

12) 기타

문6. 그렇다면, 가까운 주변 사람 중 스토킹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7.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재 처벌이 적당하다

5. 스토킹 사건은 연령대가 젊은 계층에서 주로 
일어난다

6. 스토킹은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다

7. 스토킹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8. 스토킹 문제는 제3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2) 지금보다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