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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성 1 369       55.5        55.5        

여성 2 296       44.5        44.5        

665       100.0      100.0      

sq2 응답자 출생년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56년 1956 1           0.2          0.2          

1959년 1959 1           0.2          0.2          

1961년 1961 1           0.2          0.2          

1963년 1963 2           0.3          0.3          

1964년 1964 2           0.3          0.3          

1965년 1965 3           0.5          0.5          

1966년 1966 5           0.8          0.8          

1967년 1967 1           0.2          0.2          

1968년 1968 2           0.3          0.3          

1969년 1969 5           0.8          0.8          

1970년 1970 8           1.2          1.2          

1971년 1971 10         1.5          1.5          

1972년 1972 6           0.9          0.9          

1973년 1973 13         2.0          2.0          

1974년 1974 13         2.0          2.0          

1975년 1975 12         1.8          1.8          

1976년 1976 18         2.7          2.7          

1977년 1977 21         3.2          3.2          

1978년 1978 27         4.1          4.1          

1979년 1979 28         4.2          4.2          

1980년 1980 26         3.9          3.9          

1981년 1981 22         3.3          3.3          

1982년 1982 22         3.3          3.3          

1983년 1983 22         3.3          3.3          

1984년 1984 24         3.6          3.6          

1985년 1985 26         3.9          3.9          

1986년 1986 40         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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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987 56         8.4          8.4          

1988년 1988 47         7.1          7.1          

1989년 1989 65         9.8          9.8          

1990년 1990 55         8.3          8.3          

1991년 1991 35         5.3          5.3          

1992년 1992 42         6.3          6.3          

1993년 1993 4           0.6          0.6          

665       100.0      100.0      

sq3 응답자 출신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국 1 220       33.1        33.1        

인도네시아 2 233       35.0        35.0        

우즈베키스탄 3 212       31.9        31.9        

665       100.0      100.0      

sq4 응답자 신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노동자/ 귀화한국인 1 327       49.2        49.2        

학생 2 338       50.8        50.8        

665       100.0      100.0      

sq5 응답자 거주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286       43.0        43.0        

인천 2 35         5.3          5.3          

경기도 3 200       30.1        30.1        

그 외 지역 4 144       21.7        21.7        

665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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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1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여부1: 폭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658       98.9        98.9        

있다 2 7           1.1          1.1          

665       100.0      100.0      

q1_1_1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횟수1: 폭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건 1 3           0.5          42.9        

2건 2 4           0.6          57.1        

비해당 -1 658       98.9        

665       100.0      100.0      

q1_2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여부2: 폭행의 위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649       97.6        97.6        

있다 2 16         2.4          2.4          

665       100.0      100.0      

문1-1.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예: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 등)
: 여부

※ 다음은 본인이 한국에서 당한 피해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횟
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1-1.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예: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 등)
: 횟수 약 __________ 건

문1-2.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
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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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2_1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횟수2: 폭행의 위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건 1 7           1.1          43.8        

2건 2 6           0.9          37.5        

3건 3 2           0.3          12.5        

5건 5 1           0.2          6.3          

비해당 -1 649       97.6        

665       100.0      100.0      

q1_3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여부3: 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662       99.5        99.5        

있다 2 3           0.5          0.5          

665       100.0      100.0      

q1_3_1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횟수3: 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건 1 3           0.5          100.0      

비해당 -1 662       99.5        

665       100.0      100.0      

q1_4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여부4: 강도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660       99.2        99.2        

있다 2 5           0.8          0.8          

665       100.0      100.0      

문1-4.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강도를 당할 뻔한 적이 있다
: 여부

문1-2.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
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문1-3.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강도를 당한 적이 있다
: 여부

문1-3.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강도를 당한 적이 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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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4_1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횟수4: 강도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건 1 3           0.5          60.0        

2건 2 2           0.3          40.0        

비해당 -1 660       99.2        

665       100.0      100.0      

q1_5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여부5: 성폭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663       99.7        99.7        

있다 2 2           0.3          0.3          

665       100.0      100.0      

q1_5_1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횟수5: 성폭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건 1 2           0.3          100.0      

비해당 -1 663       99.7        

665       100.0      100.0      

q1_6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여부6: 성폭행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656       98.6        98.6        

있다 2 9           1.4          1.4          

665       100.0      100.0      

문1-4.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강도를 당할 뻔한 적이 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문1-5.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성폭행했다
: 여부

문1-5.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성폭행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문1-6.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 여부

5



A1-2011-0157
외국인의 증오범죄피해 실태조사, 2011

q1_6_1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횟수6: 성폭행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건 1 5           0.8          55.6        

2건 2 2           0.3          22.2        

3건 3 2           0.3          22.2        

비해당 -1 656       98.6        

665       100.0      100.0      

q1_7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여부7: 소유물 파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663       99.7        99.7        

있다 2 2           0.3          0.3          

665       100.0      100.0      

q1_7_1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횟수7: 소유물 파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건 1 1           0.2          50.0        

2건 2 1           0.2          50.0        

비해당 -1 663       99.7        

665       100.0      100.0      

문1-7.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소유물을 파손한 적
이 있다
: 여부

문1-7.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소유물을 파손한 적
이 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문1-6.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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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8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여부8: 소유물 파손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663       99.7        99.7        

있다 2 2           0.3          0.3          

665       100.0      100.0      

q1_8_1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횟수8: 소유물 파손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건 2 1           0.2          50.0        

3건 3 1           0.2          50.0        

비해당 -1 663       99.7        

665       100.0      100.0      

q1_9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여부9: 종교/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663       99.7        99.7        

있다 2 2           0.3          0.3          

665       100.0      100.0      

q1_9_1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횟수9: 종교/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건 1 2           0.3          100.0      

비해당 -1 663       99.7        

665       100.0      100.0      

문1-8.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소유물을 파손하려
한 적이 있다
: 여부

문1-8.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소유물을 파손하려
한 적이 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문1-9. 누군가가 나의 종교나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을 파손한 적이 있다
: 여부

문1-9. 누군가가 나의 종교나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을 파손한 적이 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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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10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여부10: 종교/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663       99.7        99.7        

있다 2 2           0.3          0.3          

665       100.0      100.0      

q1_10_1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횟수10: 종교/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건 1 2           0.3          100.0      

비해당 -1 663       99.7        

665       100.0      100.0      

q1_11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여부11: 물건/돈 절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656       98.6        98.6        

있다 2 9           1.4          1.4          

665       100.0      100.0      

q1_11_1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횟수11: 물건/돈 절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건 1 5           0.8          55.6        

2건 2 4           0.6          44.4        

비해당 -1 656       98.6        

665       100.0      100.0      

문1-10. 누군가가 나의 종교나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을 파손하려 한 적이
있다
: 여부

문1-10. 누군가가 나의 종교나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을 파손하려 한 적이
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문1-11. 나의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물건이나 돈을 훔쳤다
: 여부

문1-11. 나의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물건이나 돈을 훔쳤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8



A1-2011-0157
외국인의 증오범죄피해 실태조사, 2011

q1_12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여부12: 물건/돈 절취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659       99.1        99.1        

있다 2 6           0.9          0.9          

665       100.0      100.0      

q1_12_1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횟수12: 물건/돈 절취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건 1 3           0.5          50.0        

2건 2 3           0.5          50.0        

비해당 -1 659       99.1        

665       100.0      100.0      

q1_13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여부13: 집, 교회 등에 방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665       100.0      100.0      

665       100.0      100.0      

q1_13_1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횟수13: 집, 교회 등에 방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비해당 -1 665       100.0      

665       100.0      

문1-13. 나의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누군가 나의 집이나 교회 등에 불을 질렀다
: 여부

문1-13. 나의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누군가 나의 집이나 교회 등에 불을 질렀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문1-12. 나의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려한 적이 있다
: 여부

문1-12. 나의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려한 적이 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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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1-0157
외국인의 증오범죄피해 실태조사, 2011

q1_14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여부14: 집, 교회 등에 방화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664       99.8        99.8        

있다 2 1           0.2          0.2          

665       100.0      100.0      

q1_14_1 인종/종교/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횟수14: 집, 교회 등에 방화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건 2 1           0.2          100.0      

비해당 -1 664       99.8        

665       100.0      100.0      

sq6 가족이나 동거인과 함께 사는지 여부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41       51.3        51.3        

아니다, 혼자 살고 있다 2 324       48.7        48.7        

665       100.0      100.0      

문1-14. 나의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누군가 나의 집이나 교회 등에 불을 지르려고 한 적이
있다
: 여부

문1-14. 나의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누군가 나의 집이나 교회 등에 불을 지르려고 한 적이
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Sq6. 귀하는 현재 가족이나 동거인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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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증오범죄피해 실태조사, 2011

q1_15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여부1: 폭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336       50.5        98.5        

있다 2 5           0.8          1.5          

비해당 -1 324       48.7        

665       100.0      100.0      

q1_15_1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횟수1: 폭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건 1 2           0.3          40.0        

2건 2 3           0.5          60.0        

비해당 -1 660       99.2        

665       100.0      100.0      

q1_16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여부2: 폭행의 위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337       50.7        98.8        

있다 2 4           0.6          1.2          

비해당 -1 324       48.7        

665       100.0      100.0      

문1-15.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예: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집어던지기, 밀치기.목조르기 등)
: 횟수 약 __________ 건

문1-16.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 여부

문1-15.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예: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집어던지기, 밀치기.목조르기 등)
: 여부

※ 다음은 본인의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이나 동거인이 한국에서 당한 피해에 관
한 질문입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한국에 있으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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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증오범죄피해 실태조사, 2011

q1_16_1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횟수2: 폭행의 위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건 1 2           0.3          50.0        

2건 2 1           0.2          25.0        

4건 4 1           0.2          25.0        

비해당 -1 661       99.4        

665       100.0      100.0      

q1_17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여부3: 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340       51.1        99.7        

있다 2 1           0.2          0.3          

비해당 -1 324       48.7        

665       100.0      100.0      

q1_17_1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횟수3: 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건 1 1           0.2          100.0      

비해당 -1 664       99.8        

665       100.0      100.0      

문1-16.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문1-17.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강도를 당한 적이 있다
: 여부

문1-17.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강도를 당한 적이 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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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증오범죄피해 실태조사, 2011

q1_18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여부4: 강도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340       51.1        99.7        

있다 2 1           0.2          0.3          

비해당 -1 324       48.7        

665       100.0      100.0      

q1_18_1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횟수4: 강도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건 1 1           0.2          100.0      

비해당 -1 664       99.8        

665       100.0      100.0      

q1_19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여부5: 성폭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341       51.3        100.0      

비해당 -1 324       48.7        

665       100.0      100.0      

q1_19_1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횟수5: 성폭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비해당 -1 665       100.0      

665       100.0      

문1-18.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강도를 당할 뻔한 적이
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문1-19.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
: 여부

문1-19.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문1-18.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강도를 당할 뻔한 적이
있다
: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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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증오범죄피해 실태조사, 2011

q1_20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여부6: 성폭행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341       51.3        100.0      

비해당 -1 324       48.7        

665       100.0      100.0      

q1_20_1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횟수6: 성폭행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비해당 -1 665       100.0      

665       100.0      

q1_21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여부7: 소유물 파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340       51.1        99.7        

있다 2 1           0.2          0.3          

비해당 -1 324       48.7        

665       100.0      100.0      

q1_21_1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횟수7: 소유물 파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건 1 1           0.2          100.0      

비해당 -1 664       99.8        

665       100.0      100.0      

문1-21.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소유물을 파손당한 적이
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문1-20.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성폭행 당할 뻔한 적이
있다
: 여부

문1-20.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성폭행 당할 뻔한 적이
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문1-21.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소유물을 파손당한 적이
있다
: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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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증오범죄피해 실태조사, 2011

q1_22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여부8: 소유물 파손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341       51.3        100.0      

비해당 -1 324       48.7        

665       100.0      100.0      

q1_22_1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횟수8: 유물 파손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비해당 -1 665       100.0      

665       100.0      

q1_23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여부9: 물건/돈 절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340       51.1        99.7        

있다 2 1           0.2          0.3          

비해당 -1 324       48.7        

665       100.0      100.0      

q1_23_1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횟수9: 물건/돈 절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건 3 1           0.2          100.0      

비해당 -1 664       99.8        

665       100.0      100.0      

문1-22.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소유물을 파손 당할 뻔한
적이 있다
: 여부

문1-22.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소유물을 파손 당할 뻔한
적이 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문1-23.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물건이나 돈을 도둑맞았
다
: 여부

문1-23.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물건이나 돈을 도둑맞았
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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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증오범죄피해 실태조사, 2011

q1_24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여부10: 물건/돈 절취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340       51.1        99.7        

있다 2 1           0.2          0.3          

비해당 -1 324       48.7        

665       100.0      100.0      

q1_24_1 (동거인有)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횟수10: 물건/돈 절취 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건 3 1           0.2          100.0      

비해당 -1 664       99.8        

665       100.0      100.0      

q2_1 (피해경험有) 피해 장소1: 버스나 기차, 비행기, 전차 등의 교통수단 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22         3.3          66.7        

예 1 11         1.7          33.3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문1-24.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물건이나 돈을 도둑맞을
뻔한 적이 있다
: 횟수 약 __________ 건

문2.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위의 문1에서 표시하신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
까?(해당되는 장소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 버스나 기차, 비행기, 전차 등의 교통수단 안

문1-24.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물건이나 돈을 도둑맞을
뻔한 적이 있다
: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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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증오범죄피해 실태조사, 2011

q2_2 (피해경험有) 피해 장소2: 술집,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29         4.4          87.9        

예 1 4           0.6          12.1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2_3 (피해경험有) 피해 장소3: 교회, 절 등의 종교적 장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2         4.8          97.0        

예 1 1           0.2          3.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2_4 (피해경험有) 피해 장소4: 백화점, 마트, 옷가게, 음식점 등의 장삿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27         4.1          81.8        

예 1 6           0.9          18.2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문2.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위의 문1에서 표시하신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
까?(해당되는 장소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술집,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

문2.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위의 문1에서 표시하신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
까?(해당되는 장소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교회, 절 등의 종교적 장소

문2.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위의 문1에서 표시하신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
까?(해당되는 장소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4) 백화점, 마트, 옷가게, 음식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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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5 (피해경험有) 피해 장소5: 약국, 병원 등의 의료기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2         4.8          97.0        

예 1 1           0.2          3.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2_6 (피해경험有) 피해 장소6: 공원 등의 위락시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2         4.8          97.0        

예 1 1           0.2          3.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2_7 (피해경험有) 피해 장소7: 경찰서, 동사무소 등의 정부기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0         4.5          90.9        

예 1 3           0.5          9.1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문2.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위의 문1에서 표시하신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
까?(해당되는 장소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6) 공원 등의 위락시설

문2.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위의 문1에서 표시하신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
까?(해당되는 장소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7) 경찰서, 동사무소 등의 정부기관

문2.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위의 문1에서 표시하신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
까?(해당되는 장소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약국, 병원 등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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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8 (피해경험有) 피해 장소8: 인도나 차도 등의 노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28         4.2          84.8        

예 1 5           0.8          15.2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2_9 (피해경험有) 피해 장소9: 직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19         2.9          57.6        

예 1 14         2.1          42.4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2_10 (피해경험有) 피해 장소10: 가해자의 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3         5.0          100.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문2.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위의 문1에서 표시하신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
까?(해당되는 장소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8) 인도나 차도 등의 노상

문2.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위의 문1에서 표시하신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
까?(해당되는 장소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9) 직장

문2.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위의 문1에서 표시하신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
까?(해당되는 장소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0) 가해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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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11 (피해경험有) 피해 장소11: 나의 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29         4.4          87.9        

예 1 4           0.6          12.1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2_12 (피해경험有) 피해 장소12: 학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27         4.1          81.8        

예 1 6           0.9          18.2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2_13 (피해경험有) 피해 장소13: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3         5.0          100.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3 (피해경험有) 가해자 신원 확인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모든 피해사건에서 밝혀졌음 1 13         2.0          39.4        

일부 피해사건에서는 밝혀졌지만 다른 일부의 피해
사건은 밝혀지지 않음

2 7           1.1          21.2        

모든 피해사건에서 밝혀지지 않음 3 13         2.0          39.4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문2.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위의 문1에서 표시하신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
까?(해당되는 장소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2) 학교

문2.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위의 문1에서 표시하신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
까?(해당되는 장소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문2.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위의 문1에서 표시하신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
까?(해당되는 장소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1) 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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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1_1 (가해자 밝혀진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1: 평소 잘 알던 사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12         1.8          60.0        

예 1 8           1.2          40.0        

비해당 -1 645       97.0        

665       100.0      100.0      

q3_1_2 (가해자 밝혀진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2: 평소 얼굴만 아는 사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15         2.3          75.0        

예 1 5           0.8          25.0        

비해당 -1 645       97.0        

665       100.0      100.0      

q3_1_3 (가해자 밝혀진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3: 전혀 모르는 사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13         2.0          65.0        

예 1 7           1.1          35.0        

비해당 -1 645       97.0        

665       100.0      100.0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문3-1. (문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과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과의 관계
는?(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 평소 잘 알던 사람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문3-1. (문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과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과의 관계
는?(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평소 얼굴만 아는 사람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문3-1. (문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과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과의 관계
는?(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전혀 모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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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2_1 (가해자 밝혀진 경우) 가해자의 국적1: 한국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6           0.9          30.0        

예 1 14         2.1          70.0        

비해당 -1 645       97.0        

665       100.0      100.0      

q3_2_2 (가해자 밝혀진 경우) 가해자의 국적2: 한국인 아닌 다른 나라 사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11         1.7          55.0        

예 1 9           1.4          45.0        

비해당 -1 645       97.0        

665       100.0      100.0      

q3_3_1 (가해자 밝혀진 경우) 가해자의 성별1: 남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           0.5          15.0        

예 1 17         2.6          85.0        

비해당 -1 645       97.0        

665       100.0      100.0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문3-2. (문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의 국적은?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인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문3-2. (문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의 국적은?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인 아닌 다른 나라 사람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문3-3. (문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의 성별은?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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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3_2 (가해자 밝혀진 경우) 가해자의 성별2: 여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16         2.4          80.0        

예 1 4           0.6          20.0        

비해당 -1 645       97.0        

665       100.0      100.0      

q3_4_1 (가해자 밝혀진 경우) 가해자의 연령대1: 10대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20         3.0          100.0      

비해당 -1 645       97.0        

665       100.0      100.0      

q3_4_2 (가해자 밝혀진 경우) 가해자의 연령대2: 20대 ~ 30대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12         1.8          60.0        

예 1 8           1.2          40.0        

비해당 -1 645       97.0        

665       100.0      100.0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문3-3. (문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의 성별은?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여성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문3-4. (문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의 나이대는?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
기 바랍니다)
1) 10대 정도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문3-4. (문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의 나이대는?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
기 바랍니다)
2) 20대~30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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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4_3 (가해자 밝혀진 경우) 가해자의 연령대3: 40대 ~ 50대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10         1.5          50.0        

예 1 10         1.5          50.0        

비해당 -1 645       97.0        

665       100.0      100.0      

q3_4_4 (가해자 밝혀진 경우) 가해자의 연령대4: 60대 이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18         2.7          90.0        

예 1 2           0.3          10.0        

비해당 -1 645       97.0        

665       100.0      100.0      

q3_5_1 (가해자 밝혀진 경우) 가해자의 인원1: 1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12         1.8          60.0        

예 1 8           1.2          40.0        

비해당 -1 645       97.0        

665       100.0      100.0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문3-4. (문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의 나이대는?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
기 바랍니다)
3) 40대~50대 정도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문3-4. (문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의 나이대는?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
기 바랍니다)
4) 60대 이상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문3-5. (문3에서 ① 또는 ② 응답한 경우) 가해자들의 숫자는?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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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5_2 (가해자 밝혀진 경우) 가해자의 인원2: 2명 ~ 3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9           1.4          45.0        

예 1 11         1.7          55.0        

비해당 -1 645       97.0        

665       100.0      100.0      

q3_5_3 (가해자 밝혀진 경우) 가해자의 인원3: 4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19         2.9          95.0        

예 1 1           0.2          5.0          

비해당 -1 645       97.0        

665       100.0      100.0      

q3_5_4 (가해자 밝혀진 경우) 가해자의 인원4: 5명 이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19         2.9          95.0        

예 1 1           0.2          5.0          

비해당 -1 645       97.0        

665       100.0      100.0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문3-5. (문3에서 ① 또는 ② 응답한 경우) 가해자들의 숫자는?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2명~3명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문3-5. (문3에서 ① 또는 ② 응답한 경우) 가해자들의 숫자는?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4명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문3-5. (문3에서 ① 또는 ② 응답한 경우) 가해자들의 숫자는?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4)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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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1 (피해경험有) 신체적 피해1: 신체피해가 없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10         1.5          30.3        

예 1 23         3.5          69.7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4_2 (피해경험有) 신체적 피해2: 강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3         5.0          100.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4_3 (피해경험有) 신체적 피해3: 강간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0         4.5          90.9        

예 1 3           0.5          9.1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4_4 (피해경험有) 신체적 피해4: 성추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27         4.1          81.8        

예 1 6           0.9          18.2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문4.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시오)
1) 신체피해가 없음

문4.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시오)
2) 강간

문4.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시오)
3) 강간미수

문4.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시오)
4)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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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5 (피해경험有) 신체적 피해5: 칼(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부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3         5.0          100.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4_6 (피해경험有) 신체적 피해6: 총기(모의총기)에 의한 부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3         5.0          100.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4_7 (피해경험有) 신체적 피해7: 뼈나 이빨이 부러짐(신체골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2         4.8          97.0        

예 1 1           0.2          3.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4_8 (피해경험有) 신체적 피해8: 장기 손상을 입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3         5.0          100.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문4.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시오)
7) 뼈나 이빨이 부러짐(신체골절)

문4.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시오)
8) 장기 손상을 입음

문4.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시오)
5) 칼(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부상

문4.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시오)
6) 총기(모의총기)에 의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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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9 (피해경험有) 신체적 피해9: 기절함(의식불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2         4.8          97.0        

예 1 1           0.2          3.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4_10 (피해경험有) 신체적 피해10: 타박상, 할퀴거나 긁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28         4.2          84.8        

예 1 5           0.8          15.2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4_11 (피해경험有) 신체적 피해11: 화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3         5.0          100.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4_12 (피해경험有) 신체적 피해12: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3         5.0          100.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문4.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시오)
9) 기절함(의식불명)

문4.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시오)
10) 타박상, 할퀴거나 긁힘

문4.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시오)
11) 화상

문4.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시오)
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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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피해경험有) 금전적으로 환산한 피해 금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만원 0 11         1.7          33.3        

5만원 5 1           0.2          3.0          

20만원 20 3           0.5          9.1          

25만원 25 1           0.2          3.0          

50만원 50 1           0.2          3.0          

100만원 100 1           0.2          3.0          

300만원 300 2           0.3          6.1          

무응답 9999 13         2.0          39.4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6 (피해경험有) 피해 사건 경찰신고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번도 신고한 적 없다 1 26         3.9          78.8        

어떤 때는 신고하고 어떤 때는 신고하지 않았다 2 5           0.8          15.2        

항상 신고하였다 3 2           0.3          6.1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6_1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 대응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만족스럽지 못했다 1 2           0.3          28.6        

조금 만족스러웠다 2 4           0.6          57.1        

아주 만족스러웠다 3 1           0.2          14.3        

비해당 -1 658       98.9        

665       100.0      100.0      

문5.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한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입
니까?
: 약 __________만원(여러번인 경우, 합산한 피해액)

문6.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은 피해 당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습
니까?

문6.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은 피해 당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습
니까?
문6-1.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의 사건처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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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1 4           0.6          15.4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2 5           0.8          19.2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3 10         1.5          38.5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 4 2           0.3          7.7          

범인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6 3           0.5          11.5        

보복이 두려워서 7 2           0.3          7.7          

비해당 -1 639       96.1        

665       100.0      100.0      

q7_1 (피해경험有) 경찰 이외의 대상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1: 요청한 적 없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21         3.2          63.6        

예 1 12         1.8          36.4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7_2 (피해경험有) 경찰 이외의 대상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2: 이웃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2         4.8          97.0        

예 1 1           0.2          3.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문6.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은 피해 당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습
니까?
문6-2.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7. 경찰 이외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1) 요청한 적 없음

문7. 경찰 이외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2)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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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3 (피해경험有) 경찰 이외의 대상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3: 외국인 지원기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27         4.1          81.8        

예 1 6           0.9          18.2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7_4 (피해경험有) 경찰 이외의 대상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4: 종교단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2         4.8          97.0        

예 1 1           0.2          3.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7_5 (피해경험有) 경찰 이외의 대상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5: 자국친구, 자국커뮤니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28         4.2          84.8        

예 1 5           0.8          15.2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7_6 (피해경험有) 경찰 이외의 대상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6: 직장상사, 직장동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2         4.8          97.0        

예 1 1           0.2          3.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문7. 경찰 이외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3) 외국인 지원기관

문7. 경찰 이외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4) 종교단체

문7. 경찰 이외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5) 자국친구, 자국커뮤니티

문7. 경찰 이외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6) 직장상사, 직장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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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7 (피해경험有) 경찰 이외의 대상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7: 자국 대사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29         4.4          87.9        

예 1 4           0.6          12.1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7_8 (피해경험有) 경찰 이외의 대상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8: 학교당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28         4.2          84.8        

예 1 5           0.8          15.2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7_9 (피해경험有) 경찰 이외의 대상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9: 한국인 친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29         4.4          87.9        

예 1 4           0.6          12.1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q7_10 (피해경험有) 경찰 이외의 대상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10: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33         5.0          100.0      

비해당 -1 632       95.0        

665       100.0      100.0      

문7. 경찰 이외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9) 한국인 친구

문7. 경찰 이외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10) 기타

문7. 경찰 이외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7) 자국 대사관

문7. 경찰 이외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8) 학교당국(교수, 교내상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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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경찰 외 도움받은 경우) 경찰 이외의 대상으로부터 받은 도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1 4           0.6          19.0        

심리적 위안 2 10         1.5          47.6        

정보적 도움 4 7           1.1          33.3        

비해당 -1 644       96.8        

665       100.0      100.0      

q9_1 증오범죄에 대한 본인의 두려움1: 폭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298       44.8        44.8        

조금 두렵다 2 250       37.6        37.6        

매우 두렵다 3 117       17.6        17.6        

665       100.0      100.0      

q9_2 증오범죄에 대한 본인의 두려움2: 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332       49.9        49.9        

조금 두렵다 2 233       35.0        35.0        

매우 두렵다 3 100       15.0        15.0        

665       100.0      100.0      

문8. 경찰 이외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문9-1.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폭행(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 등)을 당할까봐 두렵다

문9-2.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강도를 당할까봐 두렵
다

문9. 다음은 평소 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생각과 느낌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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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3 증오범죄에 대한 본인의 두려움3: 성폭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354       53.2        53.2        

조금 두렵다 2 183       27.5        27.5        

매우 두렵다 3 128       19.2        19.2        

665       100.0      100.0      

q9_4 증오범죄에 대한 본인의 두려움4: 소유물 파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343       51.6        51.6        

조금 두렵다 2 218       32.8        32.8        

매우 두렵다 3 104       15.6        15.6        

665       100.0      100.0      

q9_5 증오범죄에 대한 본인의 두려움5: 종교/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351       52.8        52.8        

조금 두렵다 2 204       30.7        30.7        

매우 두렵다 3 110       16.5        16.5        

665       100.0      100.0      

q9_6 증오범죄에 대한 본인의 두려움6: 물건/돈의 절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339       51.0        51.0        

조금 두렵다 2 222       33.4        33.4        

매우 두렵다 3 104       15.6        15.6        

665       100.0      100.0      

문9-4.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소유물을 파손할까
봐 두렵다

문9-5. 누군가가 나의 종교나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을 파손할까봐 두렵다

문9-6.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의 물건이나 돈을 훔칠까
봐 두렵다

문9-3.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성폭행할까봐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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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7 증오범죄에 대한 본인의 두려움7: 집, 교회 등에 방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358       53.8        53.8        

조금 두렵다 2 179       26.9        26.9        

매우 두렵다 3 128       19.2        19.2        

665       100.0      100.0      

sq7 가족이나 동거인과 함께 사는지 여부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41       51.3        51.3        

아니다, 혼자 살고 있다 2 324       48.7        48.7        

665       100.0      100.0      

q9_8 (동거인有) 증오범죄에 대한 가족, 동거인의 두려움1: 폭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157       23.6        46.0        

조금 두렵다 2 117       17.6        34.3        

매우 두렵다 3 67         10.1        19.6        

비해당 -1 324       48.7        

665       100.0      100.0      

문9-7.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의 집이나 교회 등에 불을
지를까봐 두렵다

Sq7. 귀하는 현재 가족이나 동거인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문9-8.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내 가족 혹은 동거인이 폭행(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 등)을 당할까봐 두렵다

※ 다음은 내 가족이나 동거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생각과 느낌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에 가
족이나 동거인 있으신 분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은 PQ1에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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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9 (동거인有) 증오범죄에 대한 가족, 동거인의 두려움2: 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161       24.2        47.2        

조금 두렵다 2 118       17.7        34.6        

매우 두렵다 3 62         9.3          18.2        

비해당 -1 324       48.7        

665       100.0      100.0      

q9_10 (동거인有) 증오범죄에 대한 가족, 동거인의 두려움3: 성폭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169       25.4        49.6        

조금 두렵다 2 106       15.9        31.1        

매우 두렵다 3 66         9.9          19.4        

비해당 -1 324       48.7        

665       100.0      100.0      

q9_11 (동거인有) 증오범죄에 대한 가족, 동거인의 두려움4: 소유물 파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168       25.3        49.3        

조금 두렵다 2 115       17.3        33.7        

매우 두렵다 3 58         8.7          17.0        

비해당 -1 324       48.7        

665       100.0      100.0      

문9-9.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내 가족 혹은 동거인이 강도를 당할까봐 두렵다

문9-10.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내 가족 혹은 동거인이 성폭행 당할까봐 두렵다

문9-11.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내 가족 혹은 동거인의 소유물이 파손될까봐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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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12 (동거인有) 증오범죄에 대한 가족, 동거인의 두려움5: 물건/돈의 절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두렵지 않다 1 164       24.7        48.1        

조금 두렵다 2 115       17.3        33.7        

매우 두렵다 3 62         9.3          18.2        

비해당 -1 324       48.7        

665       100.0      100.0      

pq1 응답자의 종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교 1 190       28.6        28.6        

불교 2 38         5.7          5.7          

기독교 3 87         13.1        13.1        

이슬람교 4 281       42.3        42.3        

러시아 정교 5 27         4.1          4.1          

카톨릭 6 37         5.6          5.6          

힌두교 7 2           0.3          0.3          

기타 8 3           0.5          0.5          

665       100.0      100.0      

pq1_1 응답자의 종교: 기타내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662       99.5        99.5        

天 3           0.5          0.5          

665       100.0      100.0      

문9-12.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내 가족 혹은 동거인의 물건이나 돈이 도둑맞을까봐 두렵다

PQ1. 본인의 종교는?

PQ1. 본인의 종교는?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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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2 한국 국적 취득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33         5.0          5.0          

아니오 2 632       95.0        95.0        

665       100.0      100.0      

pq3 결혼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혼 1 477       71.7        71.7        

기혼 (동거 포함) 2 176       26.5        26.5        

별거, 이혼, 사별 3 12         1.8          1.8          

665       100.0      100.0      

pq3_1 (미혼제외) 배우자의 국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 1 66         9.9          35.1        

나와 동일국적 2 111       16.7        59.0        

제3의 국적 3 5           0.8          2.7          

무응답 9 6           0.9          3.2          

비해당 -1 477       71.7        

665       100.0      100.0      

pq4_1 동거가족1: 배우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581       87.4        87.4        

예 1 84         12.6        12.6        

665       100.0      100.0      

PQ2. 본인은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까?

PQ3. 본인의 현재 결혼상태는?

PQ3. 본인의 현재 결혼상태는?
PQ3-1. (PQ3에서 ②, ③으로 응답한 경우) 본인 배우자의 출신국가는?

PQ4. 본인과 현재 같이 사는 사람을 다음 중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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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4_2 동거가족2: 자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613       92.2        92.2        

예 1 52         7.8          7.8          

665       100.0      100.0      

pq4_3 동거가족3: 본국에서 온 가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632       95.0        95.0        

예 1 33         5.0          5.0          

665       100.0      100.0      

pq4_4 동거가족4: 배우자의 원가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646       97.1        97.1        

예 1 19         2.9          2.9          

665       100.0      100.0      

pq4_5 동거가족5: 친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400       60.2        60.2        

예 1 265       39.8        39.8        

665       100.0      100.0      

PQ4. 본인과 현재 같이 사는 사람을 다음 중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4) 배우자의 원가족

PQ4. 본인과 현재 같이 사는 사람을 다음 중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5) 친구

PQ4. 본인과 현재 같이 사는 사람을 다음 중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2) 자녀

PQ4. 본인과 현재 같이 사는 사람을 다음 중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3)본국에서 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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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4_6 동거가족6: 직장동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575       86.5        86.5        

예 1 90         13.5        13.5        

665       100.0      100.0      

pq4_7 동거가족7: 혼자 산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471       70.8        70.8        

예 1 194       29.2        29.2        

665       100.0      100.0      

pq4_8 동거가족8: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오 0 654       98.3        98.3        

예 1 11         1.7          1.7          

665       100.0      100.0      

pq4_8_1 동거가족8: 기타내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654       98.3        98.3        

기숙사 룸메이트 10         1.5          1.5          

홈스테이 1           0.2          0.2          

665       100.0      100.0      

PQ4. 본인과 현재 같이 사는 사람을 다음 중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6) 직장동료

PQ4. 본인과 현재 같이 사는 사람을 다음 중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7) 혼자 산다

PQ4. 본인과 현재 같이 사는 사람을 다음 중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8) 기타

PQ4. 본인과 현재 같이 사는 사람을 다음 중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8) 기타
: 기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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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5 한국 거주 기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년 1 212       31.9        31.9        

2년 2 150       22.6        22.6        

3년 3 108       16.2        16.2        

4년 4 84         12.6        12.6        

5년 5 50         7.5          7.5          

6년 6 17         2.6          2.6          

7년 7 5           0.8          0.8          

8년 8 5           0.8          0.8          

9년 9 2           0.3          0.3          

10년 10 9           1.4          1.4          

12년 12 2           0.3          0.3          

13년 13 2           0.3          0.3          

15년 15 1           0.2          0.2          

20년 20 2           0.3          0.3          

40년 40 1           0.2          0.2          

무응답 99 15         2.3          2.3          

665       100.0      100.0      

pq6 (노동자만)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50만원 미만 1 185       27.8        56.6        

15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2 115       17.3        35.2        

25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3 18         2.7          5.5          

350만원 이상 ~ 450만원 미만 4 6           0.9          1.8          

45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 5 3           0.5          0.9          

비해당 -1 338       50.8        

665       100.0      100.0      

PQ5. 본인의 한국에서의 총 거주 기간은 얼마입니까?
: 대략 __________년

PQ6. (노동자에 한해서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에서 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은 얼마입니까?(노동․사업 소득 뿐 아니라 모든 수입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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