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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1 134 19.1 19.1

30대 2 154 22.0 22.0

40대 3 173 24.7 24.7

50대 이상 4 239 34.1 34.1

700 100.0 100.0

sq2 거주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동래구 1 57 8.1 8.1

해운대구 2 83 11.9 11.9

금정구 3 51 7.3 7.3

기장군 4 19 2.7 2.7

사상구 5 51 7.3 7.3

강서구 6 11 1.6 1.6

사하구 7 70 10.0 10.0

북구 8 61 8.7 8.7

동구 9 19 2.7 2.7

중구 10 10 1.4 1.4

부산진구 11 79 11.3 11.3

남구 12 58 8.3 8.3

연제구 13 43 6.1 6.1

수영구 14 37 5.3 5.3

영도구 15 28 4.0 4.0

서구 16 23 3.3 3.3

700 100.0 100.0

SQ1. 연령

SQ2. 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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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_1 여성에게 안전한 곳1: 부산광역시 전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40 5.7 5.7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250 35.7 35.7

중간 정도 3 334 47.7 47.7

안전하다 4 76 10.9 10.9

700 100.0 100.0

v1_2 여성에게 안전한 곳2: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구/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31 4.4 4.4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210 30.0 30.0

중간 정도 3 322 46.0 46.0

안전하다 4 134 19.1 19.1

매우 안전하다 5 3 .4 .4

700 100.0 100.0

v1_3 여성에게 안전한 곳3: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33 4.7 4.7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196 28.0 28.0

중간 정도 3 323 46.1 46.1

안전하다 4 146 20.9 20.9

매우 안전하다 5 2 .3 .3

700 100.0 100.0

문1. 귀하는 생활환경의 범위를 다음의 4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각 얼마나
여성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동)

문1. 귀하는 생활환경의 범위를 다음의 4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각 얼마나
여성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부산광역시 전체현재

문1. 귀하는 생활환경의 범위를 다음의 4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각 얼마나
여성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구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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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_4 여성에게 안전한 곳4: 내가 살고 있는 집근처, 집주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29 4.1 4.1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189 27.0 27.0

중간 정도 3 329 47.0 47.0

안전하다 4 148 21.1 21.1

매우 안전하다 5 5 .7 .7

700 100.0 100.0

v2 부산광역시 여성 안전 위협 느끼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자주 있다 1 4 .6 .6

자주 있다 2 58 8.3 8.3

가끔 있다 3 361 51.6 51.6

거의 없다 4 259 37.0 37.0

전혀 없다 5 18 2.6 2.6

700 100.0 100.0

v3 부산광역시 전체 지역 생활환경 변화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년 전에 비해 매우 위험해졌다 1 14 2.0 2.0

3년 전에 비해 약간 위험해졌다 2 155 22.1 22.1

3년 전과 별 차이가 없다 3 346 49.4 49.4

3년 전에 비해 약간 안전해졌다 4 177 25.3 25.3

3년 전에 비해 매우 안전해졌다 5 8 1.1 1.1

700 100.0 100.0

문3. 최근 3년 사이 부산광역시 전체 지역 생활환경은 여성에게 얼마나 안전해졌거나,
위험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 귀하는 부산광역시에 살면서 여성이라서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문1. 귀하는 생활환경의 범위를 다음의 4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각 얼마나
여성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내가 살고 있는 집근처, 집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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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도시생활 안전에 관한 조사

v4 동네 생활환경 변화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년 전에 비해 매우 위험해졌다 1 9 1.3 1.3

3년 전에 비해 약간 위험해졌다 2 146 20.9 20.9

3년 전과 별 차이가 없다 3 337 48.1 48.1

3년 전에 비해 약간 안전해졌다 4 203 29.0 29.0

3년 전에 비해 매우 안전해졌다 5 5 .7 .7

700 100.0 100.0

v5_1 생활주변의 안전성1: 주변(아파트, 단독주택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12 1.7 1.7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94 13.4 13.4

중간 정도 3 334 47.7 47.7

안전하다 4 254 36.3 36.3

매우 안전하다 5 6 .9 .9

700 100.0 100.0

v5_2 생활주변의 안전성2: 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13 1.9 1.9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94 13.4 13.4

중간 정도 3 366 52.3 52.3

안전하다 4 216 30.9 30.9

매우 안전하다 5 11 1.6 1.6

700 100.0 100.0

문4. 최근 3년 사이 귀하가 살고 있는 동네의 생활환경은 여성에게 얼마나 안전해졌거
나, 위험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 귀하가 실제 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간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1) 주변(아파트, 단독주택 등)

문5. 귀하가 실제 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간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2) 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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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도시생활 안전에 관한 조사

v5_3 생활주변의 안전성3: 주로 이용하는 동네 뒷산/야산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136 19.4 19.4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300 42.9 42.9

중간 정도 3 195 27.9 27.9

안전하다 4 67 9.6 9.6

매우 안전하다 5 2 .3 .3

700 100.0 100.0

v5_4 생활주변의 안전성4: 주차장~집안으로 이동공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35 5.0 5.0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186 26.6 26.6

중간 정도 3 342 48.9 48.9

안전하다 4 130 18.6 18.6

매우 안전하다 5 7 1.0 1.0

700 100.0 100.0

v5_5 생활주변의 안전성5: 버스정류장/지하철역~집안으로 이동공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28 4.0 4.0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173 24.7 24.7

중간 정도 3 353 50.4 50.4

안전하다 4 144 20.6 20.6

매우 안전하다 5 2 .3 .3

700 100.0 100.0

문5. 귀하가 실제 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간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3) 주로 이용하는 동네 뒷산, 야산 등

문5. 귀하가 실제 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간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4) 주차장 ~ 집안으로 이동공간

문5. 귀하가 실제 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간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5) 버스정류장 ․ 지하철역 ~ 집안으로 이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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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_1 대낮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1: 아파트 단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2 .3 .3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26 3.7 3.7

중간 정도 3 274 39.1 39.1

안전하다 4 370 52.9 52.9

매우 안전하다 5 28 4.0 4.0

700 100.0 100.0

v6_2 대낮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2: 일반 주택_연립주택, 단독주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6 .9 .9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102 14.6 14.6

중간 정도 3 327 46.7 46.7

안전하다 4 243 34.7 34.7

매우 안전하다 5 22 3.1 3.1

700 100.0 100.0

v6_3 대낮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3: 재래시장 근처의 상가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26 3.7 3.7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122 17.4 17.4

중간 정도 3 317 45.3 45.3

안전하다 4 210 30.0 30.0

매우 안전하다 5 25 3.6 3.6

700 100.0 100.0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낮(오전 10시~오후 2시)  2) 일반 주택가(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낮(오전 10시~오후 2시)  1) 아파트 단지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낮(오전 10시~오후 2시)  3) 재래시장 근처의 상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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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_4 대낮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4: 동네 뒷산, 야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159 22.7 22.7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294 42.0 42.0

중간 정도 3 163 23.3 23.3

안전하다 4 76 10.9 10.9

매우 안전하다 5 8 1.1 1.1

700 100.0 100.0

v6_5 대낮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5: 지하주차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135 19.3 19.3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269 38.4 38.4

중간 정도 3 222 31.7 31.7

안전하다 4 60 8.6 8.6

매우 안전하다 5 14 2.0 2.0

700 100.0 100.0

v6_6 대낮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6: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66 9.4 9.4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232 33.1 33.1

중간 정도 3 276 39.4 39.4

안전하다 4 115 16.4 16.4

매우 안전하다 5 11 1.6 1.6

700 100.0 100.0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낮(오전 10시~오후 2시)  6)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도 등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낮(오전 10시~오후 2시)  4) 동네 뒷산, 야산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낮(오전 10시~오후 2시)  5) 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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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_7 대낮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7: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내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10 1.4 1.4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104 14.9 14.9

중간 정도 3 357 51.0 51.0

안전하다 4 205 29.3 29.3

매우 안전하다 5 24 3.4 3.4

700 100.0 100.0

v6_8 대낮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8: 택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50 7.1 7.1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155 22.1 22.1

중간 정도 3 298 42.6 42.6

안전하다 4 186 26.6 26.6

매우 안전하다 5 11 1.6 1.6

700 100.0 100.0

v6_9 대낮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9: 유흥가 밀집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108 15.4 15.4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297 42.4 42.4

중간 정도 3 217 31.0 31.0

안전하다 4 74 10.6 10.6

매우 안전하다 5 4 .6 .6

700 100.0 100.0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낮(오전 10시~오후 2시)  7)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내부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낮(오전 10시~오후 2시)  8) 택시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낮(오전 10시~오후 2시)  9) 유흥가 밀집지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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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_10 대낮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10: 재개발 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143 20.4 20.4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297 42.4 42.4

중간 정도 3 182 26.0 26.0

안전하다 4 74 10.6 10.6

매우 안전하다 5 4 .6 .6

700 100.0 100.0

v6_11 심야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1: 아파트 단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26 3.7 3.7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277 39.6 39.6

중간 정도 3 327 46.7 46.7

안전하다 4 68 9.7 9.7

매우 안전하다 5 2 .3 .3

700 100.0 100.0

v6_12 심야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2: 일반 주택_연립주택, 단독주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86 12.3 12.3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347 49.6 49.6

중간 정도 3 248 35.4 35.4

안전하다 4 18 2.6 2.6

매우 안전하다 5 1 .1 .1

700 100.0 100.0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야(밤 10시~새벽 2시)  2) 일반 주택가(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야(밤 10시~새벽 2시)  1) 아파트 단지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낮(오전 10시~오후 2시)  10) 재개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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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_13 심야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3: 재래시장 근처의 상가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133 19.0 19.0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371 53.0 53.0

중간 정도 3 178 25.4 25.4

안전하다 4 16 2.3 2.3

매우 안전하다 5 2 .3 .3

700 100.0 100.0

v6_14 심야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4: 동네 뒷산, 야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357 51.0 51.0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260 37.1 37.1

중간 정도 3 80 11.4 11.4

안전하다 4 2 .3 .3

매우 안전하다 5 1 .1 .1

700 100.0 100.0

v6_15 심야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5: 지하주차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306 43.7 43.7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290 41.4 41.4

중간 정도 3 96 13.7 13.7

안전하다 4 6 .9 .9

매우 안전하다 5 2 .3 .3

700 100.0 100.0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야(밤 10시~새벽 2시)  5) 지하주차장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야(밤 10시~새벽 2시)  3) 재래시장 근처의 상가지역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야(밤 10시~새벽 2시)  4) 동네 뒷산, 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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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_16 심야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6: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232 33.1 33.1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342 48.9 48.9

중간 정도 3 118 16.9 16.9

안전하다 4 7 1.0 1.0

매우 안전하다 5 1 .1 .1

700 100.0 100.0

v6_17 심야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7: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내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120 17.1 17.1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335 47.9 47.9

중간 정도 3 207 29.6 29.6

안전하다 4 35 5.0 5.0

매우 안전하다 5 3 .4 .4

700 100.0 100.0

v6_18 심야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8: 택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216 30.9 30.9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311 44.4 44.4

중간 정도 3 157 22.4 22.4

안전하다 4 15 2.1 2.1

매우 안전하다 5 1 .1 .1

700 100.0 100.0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야(밤 10시~새벽 2시)  6)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도 등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야(밤 10시~새벽 2시)  7)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내부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야(밤 10시~새벽 2시)  8)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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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_19 심야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9: 유흥가 밀집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316 45.1 45.1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298 42.6 42.6

중간 정도 3 82 11.7 11.7

안전하다 4 4 .6 .6

700 100.0 100.0

v6_20 심야에 혼자 다닐때 안정성10: 재개발 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335 47.9 47.9

별로 안전하지 않다 2 289 41.3 41.3

중간 정도 3 73 10.4 10.4

안전하다 4 3 .4 .4

700 100.0 100.0

v7_1 부산광역시 성폭력 위험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위험하다 1 126 18.0 18.0

조금 위험하다 2 285 40.7 40.7

중간 정도 3 249 35.6 35.6

안전하다 4 40 5.7 5.7

700 100.0 100.0

문7. 귀하는 부산광역시의 다음과 같은 위해 요인에 대한 위험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1) 성폭력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야(밤 10시~새벽 2시)  9) 유흥가 밀집지역

문6.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 대해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야(밤 10시~새벽 2시)  10) 재개발 지역

12



A1-2011-0022
여성의 도시생활 안전에 관한 조사

v7_2 부산광역시 가정폭력 위험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위험하다 1 48 6.9 6.9

조금 위험하다 2 189 27.0 27.0

중간 정도 3 362 51.7 51.7

안전하다 4 88 12.6 12.6

매우 안전하다 5 13 1.9 1.9

700 100.0 100.0

v7_3 부산광역시 성매매 위험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위험하다 1 81 11.6 11.6

조금 위험하다 2 238 34.0 34.0

중간 정도 3 336 48.0 48.0

안전하다 4 43 6.1 6.1

매우 안전하다 5 2 .3 .3

700 100.0 100.0

v8_1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1: 성폭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다 1 42 6.0 6.0

별로 없다 2 208 29.7 29.7

보통이다 3 239 34.1 34.1

어느 정도 있다 4 194 27.7 27.7

많이 있다 5 17 2.4 2.4

700 100.0 100.0

문7. 귀하는 부산광역시의 다음과 같은 위해 요인에 대한 위험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3) 성매매

문8. 귀하는 다음 각 사건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1) 성폭력 1-1)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

문7. 귀하는 부산광역시의 다음과 같은 위해 요인에 대한 위험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2)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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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_2 가족에게 발생할 가능성2: 성폭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다 1 45 6.4 6.4

별로 없다 2 158 22.6 22.6

보통이다 3 317 45.3 45.3

어느 정도 있다 4 171 24.4 24.4

많이 있다 5 9 1.3 1.3

700 100.0 100.0

v8_3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1: 성희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다 1 44 6.3 6.3

별로 없다 2 175 25.0 25.0

보통이다 3 222 31.7 31.7

어느 정도 있다 4 232 33.1 33.1

많이 있다 5 27 3.9 3.9

700 100.0 100.0

v8_4 가족에게 발생할 가능성2: 성희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없다 1 38 5.4 5.4

별로 없다 2 175 25.0 25.0

보통이다 3 275 39.3 39.3

어느 정도 있다 4 202 28.9 28.9

많이 있다 5 10 1.4 1.4

700 100.0 100.0

문8. 귀하는 다음 각 사건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2) 성희롱 2-1)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

문8. 귀하는 다음 각 사건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1) 성폭력 1-2) 가족에게 발생할 가능성

문8. 귀하는 다음 각 사건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2) 성희롱 2-1)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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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_1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정책1: 중앙정부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3

별로 그렇지 않다 2 9 1.3 1.3

중간정도 3 81 11.6 11.6

어느 정도 그렇다 4 306 43.7 43.7

매우 그렇다 5 302 43.1 43.1

700 100.0 100.0

v9_2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정책2: 부산광역시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3

별로 그렇지 않다 2 9 1.3 1.3

중간정도 3 64 9.1 9.1

어느 정도 그렇다 4 282 40.3 40.3

매우 그렇다 5 343 49.0 49.0

700 100.0 100.0

v9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1 4.4 4.4

별로 그렇지 않다 2 227 32.4 32.4

중간정도 3 238 34.0 34.0

어느 정도 그렇다 4 149 21.3 21.3

매우 그렇다 5 55 7.9 7.9

700 100.0 100.0

문9. 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관련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3) 지금 살고 있는 지역(구 ․군)의 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처리를 잘하고 있다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정책3: 지금 살고 있는 지역(구/군)의 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처리를 잘
하고 있다

문9. 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관련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2) 부산광역시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

문9. 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관련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1) 중앙정부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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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_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1 7.3 7.3

별로 그렇지 않다 2 229 32.7 32.7

중간정도 3 255 36.4 36.4

어느 정도 그렇다 4 112 16.0 16.0

매우 그렇다 5 53 7.6 7.6

700 100.0 100.0

v10_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1 .1 .1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 54 7.7 7.7

중간 정도 3 61 8.7 8.7

약간 동의한다 4 279 39.9 39.9

매우 동의한다 5 305 43.6 43.6

700 100.0 100.0

v10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4 .6 .6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 76 10.9 10.9

중간 정도 3 112 16.0 16.0

여성대상 범죄 예방에 대한 의견2: 지역주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황/기회 통해 주민간 유
대 높이면 범죄예방할 수 있다

문9. 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관련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4) 지금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 전체 지역은 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처리를 잘하고 있다

문10. 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과 관련된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1) 공원, 놀이터는 자연스런 감시가 가능하도록 주거기능 중심부에 설치해야 한다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정책4: 지금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 전체 지역은 경찰이 범죄의 예방
과 처리를 잘하고 있다

여성대상 범죄 예방에 대한 의견1: 공원/놀이터는 자연스런 감시가 가능하도록 주거기능 중
심부에 설치해야 한다

문10. 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과 관련된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2)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황이나 기회를 만들어 지역주민 간 유대를 높이
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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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동의한다 4 292 41.7 41.7

매우 동의한다 5 216 30.9 30.9

700 100.0 100.0

v10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1 .1 .1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 5 .7 .7

중간 정도 3 63 9.0 9.0

약간 동의한다 4 326 46.6 46.6

매우 동의한다 5 305 43.6 43.6

700 100.0 100.0

v10_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10 1.4 1.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 93 13.3 13.3

중간 정도 3 102 14.6 14.6

약간 동의한다 4 272 38.9 38.9

매우 동의한다 5 223 31.9 31.9

700 100.0 100.0

여성대상 범죄 예방에 대한 의견3: 도시주변에 버려진 건물이나 관리되지 않는 공터를 잘
관리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여성대상 범죄 예방에 대한 의견4: 범죄예방을 위해 심야시간에는 공원 출입을 통제해야 한
다

문10. 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과 관련된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3) 도시주변에 버려진 건물이나 관리되지 않는 공터를 잘 관리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문10. 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과 관련된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4) 범죄예방을 위해 심야시간에는 공원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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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CCTV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호 1 568 81.1 81.1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2 110 15.7 15.7

과도한 예산 낭비 3 13 1.9 1.9

기타 4 9 1.3 1.3

700 100.0 100.0

v12 CCTV의 여성 범죄 예방/안전확보 기능에 대한 동의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2 .3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 23 3.3 3.3

중간 정도 3 130 18.6 18.6

약간 동의한다 4 324 46.3 46.3

매우 동의한다 5 221 31.6 31.6

700 100.0 100.0

v13_1 안전사고를 당했을때 각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1: 중앙정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1 195 27.9 27.9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2 240 34.3 34.3

중간 정도 3 189 27.0 27.0

약간 도움을 준다 4 74 10.6 10.6

매우 도움을 준다 5 2 .3 .3

700 100.0 100.0

문13. 귀하는 범죄, 건강, 재난 등의 문제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다음 각 기관이나 단
체가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중앙정부

문11. 귀하는 CCTV하면 다음 중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
십시오.

문12. 최근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귀하는 CCTV가
여성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해 준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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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_2 안전사고를 당했을때 각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2: 부산광역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1 156 22.3 22.3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2 251 35.9 35.9

중간 정도 3 216 30.9 30.9

약간 도움을 준다 4 71 10.1 10.1

매우 도움을 준다 5 6 .9 .9

700 100.0 100.0

v13_3 안전사고를 당했을때 각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3: 구/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1 73 10.4 10.4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2 287 41.0 41.0

중간 정도 3 263 37.6 37.6

약간 도움을 준다 4 73 10.4 10.4

매우 도움을 준다 5 4 .6 .6

700 100.0 100.0

v13_4 안전사고를 당했을때 각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4: 경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1 9 1.3 1.3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2 91 13.0 13.0

중간 정도 3 230 32.9 32.9

약간 도움을 준다 4 325 46.4 46.4

매우 도움을 준다 5 45 6.4 6.4

700 100.0 100.0

문13. 귀하는 범죄, 건강, 재난 등의 문제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다음 각 기관이나 단
체가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부산광역시

문13. 귀하는 범죄, 건강, 재난 등의 문제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다음 각 기관이나 단
체가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구/군

문13. 귀하는 범죄, 건강, 재난 등의 문제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다음 각 기관이나 단
체가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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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_5 안전사고를 당했을때 각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5: 소방서(119)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1 4 .6 .6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2 51 7.3 7.3

중간 정도 3 216 30.9 30.9

약간 도움을 준다 4 370 52.9 52.9

매우 도움을 준다 5 59 8.4 8.4

700 100.0 100.0

v13_6 안전사고를 당했을때 각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6: 교육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1 63 9.0 9.0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2 256 36.6 36.6

중간 정도 3 299 42.7 42.7

약간 도움을 준다 4 77 11.0 11.0

매우 도움을 준다 5 5 .7 .7

700 100.0 100.0

v13_7 안전사고를 당했을때 각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7: 보건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1 35 5.0 5.0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2 186 26.6 26.6

중간 정도 3 332 47.4 47.4

약간 도움을 준다 4 139 19.9 19.9

매우 도움을 준다 5 8 1.1 1.1

700 100.0 100.0

문13. 귀하는 범죄, 건강, 재난 등의 문제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다음 각 기관이나 단
체가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교육청

문13. 귀하는 범죄, 건강, 재난 등의 문제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다음 각 기관이나 단
체가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보건소

문13. 귀하는 범죄, 건강, 재난 등의 문제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다음 각 기관이나 단
체가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소방서(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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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_8 안전사고를 당했을때 각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8: 시민사회단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1 15 2.1 2.1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2 143 20.4 20.4

중간 정도 3 229 32.7 32.7

약간 도움을 준다 4 225 32.1 32.1

매우 도움을 준다 5 88 12.6 12.6

700 100.0 100.0

v13_9 안전사고를 당했을때 각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9: 동네이웃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1 20 2.9 2.9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2 112 16.0 16.0

중간 정도 3 252 36.0 36.0

약간 도움을 준다 4 239 34.1 34.1

매우 도움을 준다 5 77 11.0 11.0

700 100.0 100.0

v13_10 안전사고를 당했을때 각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10: 사고나 범죄를 목격한 사람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1 22 3.1 3.1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2 117 16.7 16.7

중간 정도 3 251 35.9 35.9

약간 도움을 준다 4 212 30.3 30.3

매우 도움을 준다 5 98 14.0 14.0

700 100.0 100.0

문13. 귀하는 범죄, 건강, 재난 등의 문제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다음 각 기관이나 단
체가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사고나 범죄를 목격한 사람들

문13. 귀하는 범죄, 건강, 재난 등의 문제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다음 각 기관이나 단
체가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시민사회단체

문13. 귀하는 범죄, 건강, 재난 등의 문제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다음 각 기관이나 단
체가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동네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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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지역사회 안전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과 법
령 체계 정비

1 114 16.3 16.3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
여하는 주민 참여

2 106 15.1 15.1

지역사회 위험요소 파악/시설과 기술 개선
통한 안전환경 개선

3 227 32.4 32.4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 4 137 19.6 19.6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
업 프로그램 강화

5 73 10.4 10.4

생활공간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6 34 4.9 4.9

기타 7 9 1.3 1.3

700 100.0 100.0

v15_1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요하지 않다 2 15 2.1 2.1

중간 정도 3 109 15.6 15.6

조금 중요하다 4 280 40.0 40.0

매우 중요하다 5 296 42.3 42.3

700 100.0 100.0

v15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요하지 않다 2 21 3.0 3.0

중간 정도 3 118 16.9 16.9

조금 중요하다 4 253 36.1 36.1

매우 중요하다 5 308 44.0 44.0

700 100.0 100.0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2: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부산광역시의 적극적
인 캠페인 시행

문15. 귀하는 부산광역시가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이 얼마
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캠페인 시행

문14. 귀하는 부산이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우선
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문15. 귀하는 부산광역시가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이 얼마
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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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1 .1 .1

중요하지 않다 2 9 1.3 1.3

중간 정도 3 104 14.9 14.9

조금 중요하다 4 258 36.9 36.9

매우 중요하다 5 328 46.9 46.9

700 100.0 100.0

v15_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요하지 않다 2 6 .9 .9

중간 정도 3 92 13.1 13.1

조금 중요하다 4 255 36.4 36.4

매우 중요하다 5 347 49.6 49.6

700 100.0 100.0

v15_5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5: 여성의 주차 안전을 위한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3 .4 .4

중요하지 않다 2 13 1.9 1.9

중간 정도 3 106 15.1 15.1

조금 중요하다 4 238 34.0 34.0

매우 중요하다 5 340 48.6 48.6

700 100.0 100.0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3: 여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부산 만들기 위한 부산
광역시, 시민단체 협조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4: 범죄 발생이나 안전 사각지대를 고려한 거리, 건
축 및 도시 설계

문15. 귀하는 부산광역시가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이 얼마
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범죄 발생이나 안전 사각지대를 고려한 거리, 건축 및 도시 설계

문15. 귀하는 부산광역시가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이 얼마
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여성의 주차 안전을 위한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

문15. 귀하는 부산광역시가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이 얼마
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여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부산 만들기 위한 부산광역시, 시민단체 협조

23



A1-2011-0022
여성의 도시생활 안전에 관한 조사

v15_6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6: 도로와 건물 주변의 조명을 밝게 하는 것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1 .1 .1

중요하지 않다 2 8 1.1 1.1

중간 정도 3 48 6.9 6.9

조금 중요하다 4 228 32.6 32.6

매우 중요하다 5 415 59.3 59.3

700 100.0 100.0

v15_7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7: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 도로 개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요하지 않다 2 9 1.3 1.3

중간 정도 3 64 9.1 9.1

조금 중요하다 4 234 33.4 33.4

매우 중요하다 5 393 56.1 56.1

700 100.0 100.0

sq3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혼 1 160 22.9 22.9

기혼 2 531 75.9 75.9

이혼/별거 3 5 .7 .7

사별 4 4 .6 .6

700 100.0 100.0

문15. 귀하는 부산광역시가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이 얼마
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 도로 개선

SQ3. 결혼 여부

문15. 귀하는 부산광역시가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이 얼마
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도로와 건물 주변의 조명을 밝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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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4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고졸이하 1 61 8.7 8.7

고졸 2 327 46.7 46.7

대학/대학원 재학중 3 157 22.4 22.4

전문대졸/대졸 4 153 21.9 21.9

석사 수료 이상 5 2 .3 .3

700 100.0 100.0

sq5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사무/기술직 1 72 10.3 10.3

경영관리/자유전문직 2 10 1.4 1.4

자영업 3 85 12.1 12.1

생산기능/판매서비스직 4 60 8.6 8.6

학생 5 101 14.4 14.4

농림어업 6 1 .1 .1

전업주부 7 338 48.3 48.3

무직 8 17 2.4 2.4

기타 9 16 2.3 2.3

700 100.0 100.0

sq5_etc 응답자 직업(기타: 구체적으로)

==> 데이터 참조

SQ4. 최종 학력

SQ5.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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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6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0만원 미만 1 41 5.9 5.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 98 14.0 14.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 170 24.3 24.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 272 38.9 38.9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 81 11.6 11.6

500만원 이상 6 38 5.4 5.4

700 100.0 100.0

sq7 주택유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단독주택 1 215 30.7 30.7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2 456 65.1 65.1

오피스텔 3 8 1.1 1.1

하숙/고시원 4 5 .7 .7

상가에 딸린 주거 5 10 1.4 1.4

기타 6 6 .9 .9

700 100.0 100.0

sq7_etc 주택유형(기타: 구체적으로)

==> 데이터 참조

SQ6. 가구 월평균소득

SQ7. 실제 거주하는 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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