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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2 응답자 구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학교                                                  1 211 30.0 30.0

중학교                                                    2 259 36.8 36.8

고등학교                                                  3 234 33.2 33.2

704 100.0 100.0

ID3 소속 교육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동래교육청 1 221 31.4 31.4

해운대교육청 2 154 21.9 21.9

서부교육청 3 125 17.8 17.8

북부교육청 4 104 14.8 14.8

남부교육청 5 100 14.2 14.2

704 100.0 100.0

SQ1 응답자 학교

==> 데이터 참조

SQ1_1 응답자 학년

==> 데이터 참조

SQ2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성                                                      1 367 52.1 52.1

여성                                                      2 337 47.9 47.9

704 100.0 100.0

SQ3_1 거주지역(구)                                                                                                                  

==> 데이터 참조

SQ3_2 거주지역(동)                                                                                                                  

==> 데이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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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4 함께 사는 가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같이 산다                        1 584 83.0 83.3

아버지와 같이 산다                                       2 22 3.1 3.1

어머니와 같이 산다                                       3 54 7.7 7.7

할머니 등 친척과 같이 산다                            4 36 5.1 5.1

기타                                                      5 5 .7 .7

무응답                                                    999 3 .4

704 100.0 100.0

SQ5 가정형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우리 집은 매우 부유하다                                1 10 1.4 1.4

우리 집은 잘사는 편이다                                2 86 12.2 12.4

우리 집은 평범한 편이다                                3 521 74.0 75.1

우리 집은 가난하다                                       4 67 9.5 9.7

우리 집은 매우 가난하다                                5 10 1.4 1.4

무응답                                                    999 10 1.4

704 100.0 100.0

SQ6 아버지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학원졸업                                                1 74 10.5 11.8

4년제 대학교졸업                                         2 241 34.2 38.4

전문대학 졸업                                             3 48 6.8 7.7

고등학교 졸업이하                                        4 264 37.5 42.1

무응답                                                    999 77 10.9

704 100.0 100.0

SQ7 어머니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학원졸업                                                1 54 7.7 8.5

4년제 대학교졸업                                         2 200 28.4 31.6

전문대학 졸업                                             3 60 8.5 9.5

고등학교 졸업이하                                        4 318 45.2 50.3

무응답                                                    999 72 10.2

70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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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공통 문항1] 평소 삶의 행복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39 5.5 5.5

조금 아니다 2 89 12.6 12.6

보통이다 3 233 33.1 33.1

다소 그렇다 4 223 31.7 31.7

매우 그렇다 5 120 17.0 17.0

704 100.0 100.0

A2 [공통 문항2] 거주지역 주변의 안전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26 3.7 3.7

조금 아니다 2 97 13.8 13.8

보통이다 3 248 35.2 35.2

다소 그렇다 4 205 29.1 29.1

매우 그렇다 5 128 18.2 18.2

704 100.0 100.0

A3 [공통 문항3] 부산시는 공원, 체육시설, 문화공간, 거리 등을 조성할 때 아동청소년 우선 배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87 12.4 12.4

조금 아니다 2 214 30.4 30.4

보통이다 3 267 37.9 37.9

다소 그렇다 4 96 13.6 13.6

매우 그렇다 5 40 5.7 5.7

704 100.0 100.0

A - 1) 평소 내 삶은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A - 2)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주변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3) 부산시는 공원, 체육시설, 문화공간, 거리 등을 조성할 때 아동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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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공통 문항4] 부산시는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69 9.8 9.8

조금 아니다 2 202 28.7 28.8

보통이다 3 280 39.8 39.9

다소 그렇다 4 114 16.2 16.2

매우 그렇다 5 37 5.3 5.3

무응답 9 2 .3

704 100.0 100.0

A5 [공통 문항5] 나는 소중한 존재로서 주위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32 4.5 4.6

조금 아니다 2 83 11.8 11.8

보통이다 3 278 39.5 39.7

다소 그렇다 4 220 31.3 31.4

매우 그렇다 5 88 12.5 12.6

무응답 9 3 .4

704 100.0 100.0

A6 [공통 문항6] 현재 자신의 모습(외모, 능력, 가치관 등)에 대해 만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46 6.5 6.5

조금 아니다 2 137 19.5 19.5

보통이다 3 287 40.8 40.8

다소 그렇다 4 158 22.4 22.5

매우 그렇다 5 75 10.7 10.7

무응답 9 1 .1

704 100.0 100.0

A - 4) 부산시는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A - 5) 나는 소중한 존재로서 주위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6) 현재 자신의 모습(외모, 능력, 가치관 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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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공통 문항7] 평소 자신이 건강하고 활동하기에 충분한 체력이 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32 4.5 4.6

조금 아니다 2 92 13.1 13.1

보통이다 3 221 31.4 31.5

다소 그렇다 4 216 30.7 30.8

매우 그렇다 5 140 19.9 20.0

무응답 9 3 .4

704 100.0 100.0

A8 [공통 문항8]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사거나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생활형편이 좋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39 5.5 5.5

조금 아니다 2 125 17.8 17.8

보통이다 3 245 34.8 34.8

다소 그렇다 4 210 29.8 29.8

매우 그렇다 5 85 12.1 12.1

704 100.0 100.0

A9 [공통 문항9] 가족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1 1.6 1.6

조금 아니다 2 39 5.5 5.5

보통이다 3 158 22.4 22.4

다소 그렇다 4 226 32.1 32.1

매우 그렇다 5 270 38.4 38.4

704 100.0 100.0

A - 7) 평소 자신이 건강하고 활동하기에 충분한 체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 - 8)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사거나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생활형편이 좋습니까?

A - 9) 가족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5



A1-2010-0024
부산시 아동·청소년 행복지표 개발조사 : 아동 및 청소년

A10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65 9.2 9.2

조금 아니다 2 164 23.3 23.3

보통이다 3 280 39.8 39.8

다소 그렇다 4 137 19.5 19.5

매우 그렇다 5 58 8.2 8.2

704 100.0 100.0

A11 [공통 문항11] 앞으로 내 삶은 지금보다 더 좋게 될 가능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7 2.4 2.4

조금 아니다 2 39 5.5 5.5

보통이다 3 195 27.7 27.7

다소 그렇다 4 241 34.2 34.2

매우 그렇다 5 212 30.1 30.1

704 100.0 100.0

A1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7 2.4 2.4

조금 아니다 2 38 5.4 5.4

보통이다 3 151 21.4 21.5

다소 그렇다 4 222 31.5 31.6

매우 그렇다 5 274 38.9 39.0

무응답 9 2 .3

704 100.0 100.0

A - 10)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곳(기관)이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A - 11) 앞으로 내 삶은 지금보다 더 좋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A - 12) 비록 생활형편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장래 꿈(대학진
학, 직업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통 문항12] 비록 생활형편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장래 꿈(대학
진학, 직업 등)을 이룰 수 있음

[공통 문항10]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곳(기관)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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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291 41.3 41.3

조금 아니다 2 169 24.0 24.0

보통이다 3 154 21.9 21.9

다소 그렇다 4 69 9.8 9.8

매우 그렇다 5 21 3.0 3.0

704 100.0 100.0

B2 [권리증진 및 기회균등 강화2] 나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즉시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51 7.2 7.2

조금 아니다 2 146 20.7 20.7

보통이다 3 296 42.0 42.0

다소 그렇다 4 148 21.0 21.0

매우 그렇다 5 63 8.9 8.9

704 100.0 100.0

B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22 17.3 17.3

조금 아니다 2 203 28.8 28.8

보통이다 3 276 39.2 39.2

다소 그렇다 4 73 10.4 10.4

매우 그렇다 5 30 4.3 4.3

704 100.0 100.0

[권리증진 및 기회균등 강화3] 부산시나 학교가 하는 일에 아동청소년(학생)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권리증진 및 기회균등 강화1] 가정형편, 외모 등 자신이 가진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무시되거나
차별받은 경험 있음

B - 1) 가정형편, 외모 등 자신이 가진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무시되거나 차별받은 경험이 있
습니까?

B - 2) 나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즉시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 - 3) 부산시나 학교가 하는 일에 아동청소년(학생)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
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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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28 4.0 4.0

조금 아니다 2 92 13.1 13.1

보통이다 3 293 41.6 41.6

다소 그렇다 4 191 27.1 27.1

매우 그렇다 5 100 14.2 14.2

704 100.0 100.0

B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59 8.4 8.4

조금 아니다 2 148 21.0 21.0

보통이다 3 267 37.9 37.9

다소 그렇다 4 144 20.5 20.5

매우 그렇다 5 86 12.2 12.2

704 100.0 100.0

B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70 9.9 9.9

조금 아니다 2 133 18.9 18.9

보통이다 3 346 49.1 49.1

다소 그렇다 4 112 15.9 15.9

매우 그렇다 5 43 6.1 6.1

704 100.0 100.0

[권리증진 및 기회균등 강화6]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나 시설이용에 대한 기
회가 공평하게 제공

[권리증진 및 기회균등 강화5] 학교와 학원 외에 본인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공
간이 충분

[권리증진 및 기회균등 강화4] 나는 학교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살핌과 필요한
지원을 받음

B - 5) 학교와 학원 외에 본인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공간(공부방, 지역아동센
터 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 - 6)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나 시설이용에 대한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 - 4) 나는 학교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살핌과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8



A1-2010-0024
부산시 아동·청소년 행복지표 개발조사 : 아동 및 청소년

C1 [안전 및 보호1] 부산시는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다니고 시설을 이용하도록 배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78 11.1 11.1

조금 아니다 2 218 31.0 31.0

보통이다 3 254 36.1 36.1

다소 그렇다 4 106 15.1 15.1

매우 그렇다 5 47 6.7 6.7

무응답 9 1 .1

704 100.0 100.0

C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06 15.1 15.1

조금 아니다 2 232 33.0 33.0

보통이다 3 201 28.6 28.6

다소 그렇다 4 111 15.8 15.8

매우 그렇다 5 53 7.5 7.5

무응답 9 1 .1

704 100.0 100.0

C3 [안전 및 보호3] 저녁시간에 두려움 없이 산책을 하거나 친구 집을 방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26 17.9 17.9

조금 아니다 2 156 22.2 22.2

보통이다 3 164 23.3 23.3

다소 그렇다 4 130 18.5 18.5

매우 그렇다 5 127 18.0 18.1

무응답 9 1 .1

704 100.0 100.0

[안전 및 보호2] 평소 등・하교 길이 교통사고,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여 마음 놓고 학교를 다
닐 수 있음

C - 1) 부산시는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다니고 시설을 이용하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C - 2) 평소 등·하교 길이 교통사고,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여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C - 3) 저녁시간에 두려움 없이 산책을 하거나 친구 집을 방문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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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56 8.0 8.0

조금 아니다 2 131 18.6 18.6

보통이다 3 279 39.6 39.7

다소 그렇다 4 154 21.9 21.9

매우 그렇다 5 83 11.8 11.8

무응답 9 1 .1

704 100.0 100.0

C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20 17.0 17.1

조금 아니다 2 180 25.6 25.6

보통이다 3 263 37.4 37.4

다소 그렇다 4 96 13.6 13.7

매우 그렇다 5 44 6.3 6.3

무응답 9 1 .1

704 100.0 100.0

C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77 10.9 11.0

조금 아니다 2 183 26.0 26.1

보통이다 3 286 40.6 40.7

다소 그렇다 4 101 14.3 14.4

매우 그렇다 5 55 7.8 7.8

무응답 9 2 .3

704 100.0 100.0

[안전 및 보호5] 유해환경(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
한 조치들(접근제한, 감시활동 등)이 이루어짐

[안전 및 보호4] 주위 어른들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이며, 항상 나와 친구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움

C - 4) 주위 어른들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이며, 항상 나와 친구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C - 5) 유해환경(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들(접근제한, 감시활동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C - 6) 위기상황(학대,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
(신고·상담센터 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 및 보호6] 위기상황(학대,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
치들(신고・상담센터 등)이 잘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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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건강증진1]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에 필요한 각종 예방접종을 다 받았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7 1.0 1.0

조금 아니다 2 50 7.1 7.1

보통이다 3 151 21.4 21.5

다소 그렇다 4 243 34.5 34.6

매우 그렇다 5 252 35.8 35.8

무응답 9 1 .1

704 100.0 100.0

D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2 .3 .3

조금 아니다 2 32 4.5 4.6

보통이다 3 94 13.4 13.4

다소 그렇다 4 214 30.4 30.4

매우 그렇다 5 361 51.3 51.4

무응답 9 1 .1

704 100.0 100.0

D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54 7.7 7.7

조금 아니다 2 125 17.8 17.8

보통이다 3 234 33.2 33.3

다소 그렇다 4 177 25.1 25.2

매우 그렇다 5 112 15.9 16.0

무응답 9 2 .3

704 100.0 100.0

D - 1)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에 필요한 각종 예방접종을 다 받았습니까?

D - 2)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 가족이나 주위에 알려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
습니까?

D - 3) 부산시에는 아동청소년들이 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운
동기구, 농구장 등)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건강증진3] 부산시에는 아동청소년들이 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운동기구, 농구장 등)들이 있음

[건강증진2]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 가족이나 주위에 알려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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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81 11.5 11.5

조금 아니다 2 160 22.7 22.7

보통이다 3 310 44.0 44.0

다소 그렇다 4 105 14.9 14.9

매우 그렇다 5 48 6.8 6.8

704 100.0 100.0

D5 [건강증진5]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 또는 주 3일 이상 운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99 14.1 14.1

조금 아니다 2 148 21.0 21.0

보통이다 3 166 23.6 23.6

다소 그렇다 4 119 16.9 16.9

매우 그렇다 5 172 24.4 24.4

704 100.0 100.0

D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56 8.0 8.0

조금 아니다 2 84 11.9 11.9

보통이다 3 288 40.9 40.9

다소 그렇다 4 143 20.3 20.3

매우 그렇다 5 133 18.9 18.9

704 100.0 100.0

[건강증진6] 지금까지 건강관리(스트레스예방, 식습관, 흡연, 음주)를 위해 받은 교육이나 정보가
도움이 됨

D - 6) 지금까지 건강관리(스트레스예방, 식습관, 흡연, 음주)를 위해 받은 교육이나 정보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D - 4) 부산시에는 아동청소년들이 지나친 스트레스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상담이나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4] 부산시에는 아동청소년들이 지나친 스트레스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상담이나 치료
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음

D - 5)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 또는 주 3일 이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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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32 4.5 4.5

조금 아니다 2 96 13.6 13.6

보통이다 3 221 31.4 31.4

다소 그렇다 4 216 30.7 30.7

매우 그렇다 5 139 19.7 19.7

704 100.0 100.0

E2 [역량개발2] 부산시는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꿈을 이루는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59 8.4 8.4

조금 아니다 2 153 21.7 21.8

보통이다 3 311 44.2 44.2

다소 그렇다 4 121 17.2 17.2

매우 그렇다 5 59 8.4 8.4

무응답 9 1 .1

704 100.0 100.0

E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03 14.6 14.7

조금 아니다 2 161 22.9 22.9

보통이다 3 269 38.2 38.3

다소 그렇다 4 109 15.5 15.5

매우 그렇다 5 61 8.7 8.7

무응답 9 1 .1

704 100.0 100.0

[역량개발1] 장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계획을 세워 놓고 있
음

E - 1) 장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
까?

E - 2) 부산시는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꿈을 이루는데 좋은 환경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E - 3)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프로그램)를 제공받고 있습니까?

[역량개발3]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
회(프로그램)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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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58 22.4 22.5

조금 아니다 2 187 26.6 26.6

보통이다 3 231 32.8 32.9

다소 그렇다 4 77 10.9 11.0

매우 그렇다 5 49 7.0 7.0

무응답 9 2 .3

704 100.0 100.0

E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38 5.4 5.4

조금 아니다 2 146 20.7 20.8

보통이다 3 336 47.7 47.8

다소 그렇다 4 118 16.8 16.8

매우 그렇다 5 65 9.2 9.2

무응답 9 1 .1

704 100.0 100.0

E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69 9.8 9.8

조금 아니다 2 128 18.2 18.2

보통이다 3 362 51.4 51.6

다소 그렇다 4 92 13.1 13.1

매우 그렇다 5 51 7.2 7.3

무응답 9 2 .3

704 100.0 100.0

E - 4) 타시도나 외국의 친구들과 직접 만나 교류하고 서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프로그
램)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E - 5) 내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E - 6)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의 수준에 맞고 참여자의 기대에 충
분히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량개발6]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의 수준에 맞고 참여자의 기대에
충분

[역량개발5] 내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적절한 교육

[역량개발4] 타시도나 외국의 친구들과 직접 만나 교류하고 서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프
로그램)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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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76 10.8 10.8

조금 아니다 2 163 23.2 23.2

보통이다 3 271 38.5 38.5

다소 그렇다 4 130 18.5 18.5

매우 그렇다 5 64 9.1 9.1

704 100.0 100.0

F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94 13.4 13.4

조금 아니다 2 180 25.6 25.6

보통이다 3 274 38.9 39.0

다소 그렇다 4 102 14.5 14.5

매우 그렇다 5 53 7.5 7.5

무응답 9 1 .1

704 100.0 100.0

F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50 7.1 7.1

조금 아니다 2 152 21.6 21.7

보통이다 3 313 44.5 44.6

다소 그렇다 4 128 18.2 18.2

매우 그렇다 5 59 8.4 8.4

무응답 9 2 .3

704 100.0 100.0

[인프라 구축3] 부산시에는 아동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참여나 시설이용에 대해 쉽게 정보를 접
할 수 있도록 정보 사이트가 잘 구축

[인프라 구축2] 부산시에는 아동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장소나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짐

[인프라 구축1] 부산시에는 아동청소년들이 문화나 여가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소와 시설들이
잘 마련

F - 1) 부산시에는 아동청소년들이 문화나 여가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소와 시설들이 잘 마
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 - 2) 부산시에는 아동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장소나 시설들이 많이 만들
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 - 3) 부산시에는 아동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참여나 시설이용에 대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
도록 정보 사이트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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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66 9.4 9.4

조금 아니다 2 180 25.6 25.6

보통이다 3 299 42.5 42.5

다소 그렇다 4 111 15.8 15.8

매우 그렇다 5 47 6.7 6.7

무응답 9 1 .1

704 100.0 100.0

F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64 9.1 9.1

조금 아니다 2 152 21.6 21.6

보통이다 3 315 44.7 44.7

다소 그렇다 4 122 17.3 17.3

매우 그렇다 5 51 7.2 7.2

704 100.0 100.0

F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68 9.7 9.7

조금 아니다 2 148 21.0 21.0

보통이다 3 297 42.2 42.2

다소 그렇다 4 112 15.9 15.9

매우 그렇다 5 79 11.2 11.2

704 100.0 100.0

[인프라 구축6] 부산시의 기관들은 나와 내 가족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언제든지연락해서 도움
을 요청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음

[인프라 구축5] 부산시에는 청소년들이 진로상담을 받고, 장래 취업과 관련한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음

[인프라 구축4] 부산시에는 우리(아동청소년들)를 보호하고 지도해주는 청소년지도사나 전문가
들이 많이 있음

F - 4) 부산시에는 우리(아동청소년들)를 보호하고 지도해주는 청소년지도사나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 - 5) 부산시에는 청소년들이 진로상담을 받고, 장래 취업과 관련한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 - 6) 부산시의 기관들은 나와 내 가족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언제든지연락해서 도움을 요청
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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