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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여성 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q2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2 221        22.1       22.1          

30대 3 251        25.1       25.1          

40대 4 277        27.7       27.7          

50대 5 251        25.1       25.1          

1,000     100.0     100.0        

sq3 응답자 거주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214        21.4       21.4          

부산 2 71          7.1         7.1            

대구 3 49          4.9         4.9            

인천 4 58          5.8         5.8            

광주 5 30          3.0         3.0            

대전 6 31          3.1         3.1            

울산 7 24          2.4         2.4            

경기 8 244        24.4       24.4          

강원 9 28          2.8         2.8            

충북 10 29          2.9         2.9            

충남 11 36          3.6         3.6            

전북 12 33          3.3         3.3            

전남 13 32          3.2         3.2            

경북 14 48          4.8         4.8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S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SQ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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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5 62          6.2         6.2            

제주 16 11          1.1         1.1            

1,000     100.0     100.0        

sq4 응답자 거주지 구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 477        47.7       47.7          

중소도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 2 437        43.7       43.7          

군/읍/면 3 86          8.6         8.6            

1,000     100.0     100.0        

sq5 최근 5년 이내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 이용 경험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001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1: 나의 외모나 신체, 옷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 있음 1 30          3.0         3.0            

경험 없음 2 970        97.0       97.0          

1,000     100.0     100.0        

a002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2: 나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 비하 의미의 말을 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 있음 1 14          1.4         1.4            

경험 없음 2 986        98.6       98.6          

1,000     100.0     100.0        

SQ4.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SQ5. 귀하는 최근 5년 이내에 진료를 위해 병원 기타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1)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나의 외모나 신체, 옷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함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2)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나에게 성적인 농담(음담패설 등)이나 성적비하의 의미가 있는 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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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03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3: 나의 성생활이나 성적 취향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을 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 있음 1 23          2.3         2.3            

경험 없음 2 977        97.7       97.7          

1,000     100.0     100.0        

a004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4: 나의 성별정체성/성적지향에 대해 비난이나 비하 의미의 말을 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 있음 1 14          1.4         1.4            

경험 없음 2 986        98.6       98.6          

1,000     100.0     100.0        

a00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 있음 1 15          1.5         1.5            

경험 없음 2 985        98.5       98.5          

1,000     100.0     100.0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3)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나의 성생활이나 성적 취향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을 함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4)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나의 성별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대해 비난이나 비하의 의미가 있는
말을 함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5)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먼저 자신의 성생활, 성경험 또는 성적 취향에 대해 이야기함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5: 의료인/의료기사가 먼저 자신의 성생활, 성경험 등에 대해 이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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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06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6: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나의 성생활, 성경험을 물어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 있음 1 25          2.5         2.5            

경험 없음 2 975        97.5       97.5          

1,000     100.0     100.0        

a007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7: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성적인 의미가 있는 몸짓이나 행동을 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 있음 1 10          1.0         1.0            

경험 없음 2 990        99.0       99.0          

1,000     100.0     100.0        

a008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8: 나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거나 보여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 있음 1 10          1.0         1.0            

경험 없음 2 990        99.0       99.0          

1,000     100.0     100.0        

a009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9: 나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쳐다보거나 추파를 보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 있음 1 19          1.9         1.9            

경험 없음 2 981        98.1       98.1          

1,000     100.0     100.0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6)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진료와 관계없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나의 성생활이나 성경
험을 물어봄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7)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성적인 의미가 있는 몸짓이나 행동을 함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8)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거나 보여줌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9)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나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쳐다보거나 추파를 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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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10: 프라이버시가 없는 공간에서 진찰을 위해 옷을 벗거나 갈아입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 있음 1 46          4.6         4.6            

경험 없음 2 954        95.4       95.4          

1,000     100.0     100.0        

a011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11: 나의 착의 또는 탈의과정을 의도적으로 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 있음 1 5            0.5         0.5            

경험 없음 2 995        99.5       99.5          

1,000     100.0     100.0        

a01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 있음 1 19          1.9         1.9            

경험 없음 2 981        98.1       98.1          

1,000     100.0     100.0        

a013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13: 진료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나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 있음 1 23          2.3         2.3            

경험 없음 2 977        97.7       97.7          

1,000     100.0     100.0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10)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공간에서 진찰 또는 검사를 위해 옷을 벗거나 갈아입음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11)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나의 착의 또는 탈의과정을 의도적으로 봄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12)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불필요하게 나의 신체를 노출시킴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13)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진료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나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함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12: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불필요하게 나의 신체를 노출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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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4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14: 강간 또는 강간 시도를 당한 적이 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 있음 1 2            0.2         0.2            

경험 없음 2 998        99.8       99.8          

1,000     100.0     100.0        

a101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의료기관1: 가정의학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0          2.0         16.9          

아니다 2 98          9.8         83.1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02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의료기관2: 내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60          6.0         50.8          

아니다 2 58          5.8         49.2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14)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적이 있음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1.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 혹은 의료기관은 무엇
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가정의학과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1.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 혹은 의료기관은 무엇
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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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3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의료기관3: 외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7          1.7         14.4          

아니다 2 101        10.1       85.6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04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의료기관4: 산부인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4          5.4         45.8          

아니다 2 64          6.4         54.2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05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의료기관5: 정신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8            0.8         6.8            

아니다 2 110        11.0       93.2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1.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 혹은 의료기관은 무엇
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3) 외과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1.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 혹은 의료기관은 무엇
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4) 산부인과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1.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 혹은 의료기관은 무엇
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5)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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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6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의료기관6: 비뇨기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7            0.7         5.9            

아니다 2 111        11.1       94.1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07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의료기관7: 성형외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6            0.6         5.1            

아니다 2 112        11.2       94.9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08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의료기관8: 정형외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9          2.9         24.6          

아니다 2 89          8.9         75.4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1.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 혹은 의료기관은 무엇
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6) 비뇨기과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1.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 혹은 의료기관은 무엇
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7) 성형외과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1.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 혹은 의료기관은 무엇
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8)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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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2013

a109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의료기관9: 이비인후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3          2.3         19.5          

아니다 2 95          9.5         80.5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10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의료기관10: 치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4          2.4         20.3          

아니다 2 94          9.4         79.7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11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의료기관11: 건강검진센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1          2.1         17.8          

아니다 2 97          9.7         82.2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1.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 혹은 의료기관은 무엇
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9) 이비인후과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1.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 혹은 의료기관은 무엇
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0) 치과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1.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 혹은 의료기관은 무엇
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1) 건강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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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2013

a112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의료기관12: 한의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5          2.5         21.2          

아니다 2 93          9.3         78.8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13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의료기관13: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응급실 21 1            0.1         16.7          

피부과 22 2            0.2         33.3          

소아청소년과 23 1            0.1         16.7          

신경외과 24 1            0.1         16.7          

유방외과 25 1            0.1         16.7          

비해당 -1 994        99.4       

1,000     100.0     100.0        

a201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의료기관 규모1: 의원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60          6.0         50.8          

아니다 2 58          5.8         49.2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1.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 혹은 의료기관은 무엇
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2) 한의원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1.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진료과목 혹은 의료기관은 무엇
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3) 기타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2.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의료기관의 규모는 어떠했습니
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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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2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의료기관 규모2: 병원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61          6.1         51.7          

아니다 2 57          5.7         48.3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203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의료기관 규모3: 종합병원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9          2.9         24.6          

아니다 2 89          8.9         75.4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204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의료기관 규모4: 상급종합병원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4          1.4         11.9          

아니다 2 104        10.4       88.1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2.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의료기관의 규모는 어떠했습니
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 병원급 의료기관(입원 병실이 있으나 종합병원보다 작은 의료기관)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2.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의료기관의 규모는 어떠했습니
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3)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진료과가 7개 이상이고 입원 병실이 100개 이상인 병원)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2.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의료기관의 규모는 어떠했습니
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4)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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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1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의료인/의료기사 성별1: 여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4          4.4         37.3          

아니다 2 74          7.4         62.7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302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했던 상황의 의료인/의료기사 성별2: 남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95          9.5         80.5          

아니다 2 23          2.3         19.5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401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 후 대처행동1: 해당인에 즉시 이의 제기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2          1.2         10.2          

아니다 2 106        10.6       89.8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3.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여자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3.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가 경험했던 상황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 남자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4.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는 상황을 경험한 후, 어떻게 행동 또는 대응을 하였
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해당 의료인/의료기사에게 즉시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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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02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 후 대처행동2: 병원 직원에 이의 제기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8            0.8         6.8            

아니다 2 110        11.0       93.2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403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 후 대처행동3: 병원 책임자에 조치 요구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            0.5         4.2            

아니다 2 113        11.3       95.8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404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 후 대처행동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2 118        11.8       100.0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4.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는 상황을 경험한 후, 어떻게 행동 또는 대응을 하였
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 병원 직원(간호사, 수납·안내직원 등)에게 귀하의 경험을 말하거나 이의 제기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4.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는 상황을 경험한 후, 어떻게 행동 또는 대응을 하였
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3) 병원의 책임자(병원장, 원무과장 등)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함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4.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는 상황을 경험한 후, 어떻게 행동 또는 대응을 하였
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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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05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 후 대처행동5: 경찰에 신고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            0.1         0.8            

아니다 2 117        11.7       99.2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406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 후 대처행동6: 성폭력상담소 등에 상담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            0.1         0.8            

아니다 2 117        11.7       99.2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407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 후 대처행동7: 해당 의료기관에 다시 가지 않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7          3.7         31.4          

아니다 2 81          8.1         68.6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4.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는 상황을 경험한 후, 어떻게 행동 또는 대응을 하였
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5) 경찰에 신고함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4.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는 상황을 경험한 후, 어떻게 행동 또는 대응을 하였
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6)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상담함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4.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는 상황을 경험한 후, 어떻게 행동 또는 대응을 하였
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7) 해당 의료기관에 다시 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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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08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 후 대처행동8: 기타 행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2 118        11.8       100.0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409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 후 대처행동9: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62          6.2         52.5          

아니다 2 56          5.6         47.5          

비해당 -1 882        88.2       

1,000     100.0     100.0        

a5 진료시 성적 불쾌감/수치심 경험 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이후 진료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1 4            0.4         4.2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
아서

2 29          2.9         30.2          

진료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3 45          4.5         46.9          

대응방법을 몰라서 4 16          1.6         16.7          

이야기 하기 민망해서 21 1            0.1         1.0            

모름/무응답 99 1            0.1         1.0            

비해당 -1 904        90.4       

1,000     100.0     100.0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4.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는 상황을 경험한 후, 어떻게 행동 또는 대응을 하였
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8) ①~⑦ 외의 기타 행동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4.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는 상황을 경험한 후, 어떻게 행동 또는 대응을 하였
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9)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음

A1. 다음은 귀하가 환자로서 실제 진료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최근 5년
간 진료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A1-4. (A1.에서 ①경험 있음 1개 이상) 귀하는 상황을 경험한 후, 어떻게 행동 또는 대응을 하였
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A1-5. (A1-4.에서 ①~⑤비선택) 귀하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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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1 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성희롱 인식: 상황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성희롱에 해당함 1 711        71.1       71.1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2 289        28.9       28.9          

1,000     100.0     100.0        

b102 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성희롱 인식: 상황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성희롱에 해당함 1 781        78.1       78.1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2 219        21.9       21.9          

1,000     100.0     100.0        

b103 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성희롱 인식: 상황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성희롱에 해당함 1 761        76.1       76.1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2 239        23.9       23.9          

1,000     100.0     100.0        

b104 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성희롱 인식: 상황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성희롱에 해당함 1 772        77.2       77.2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2 228        22.8       22.8          

1,000     100.0     100.0        

B1. 귀하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상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산부인과 환자가 여성 의사의 진료를 신청하였는데, 질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사전 양해나 설명
없이 환자가 신청한 여성 의사와 함께 남성 의사가 들어와 환자의 신체를 보는 경우

B1. 귀하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상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산부인과 환자가 질초음파 검사를 받는 도중 환자의 동의 없이 학생이 들어왔고 의사가 그 학생
에게 질초음파 검사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

B1. 귀하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상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내과 의사가 청진기 진찰을 하던 중 사전 설명을 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옷 안에서
브래지어를 들어올리고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대는 경우

B1. 귀하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상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대학병원에서 성기나 유방, 항문 진료 시 의과대학생 다수가 들어와 진료실 한쪽에 서서 진료를
참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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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5 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성희롱 인식: 상황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성희롱에 해당함 1 648        64.8       64.8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2 352        35.2       35.2          

1,000     100.0     100.0        

b106 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성희롱 인식: 상황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성희롱에 해당함 1 802        80.2       80.2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2 198        19.8       19.8          

1,000     100.0     100.0        

b107 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성희롱 인식: 상황7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성희롱에 해당함 1 433        43.3       43.3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2 567        56.7       56.7          

1,000     100.0     100.0        

dq1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혼/비혼 1 356        35.6       35.6          

기혼 2 608        60.8       60.8          

이혼/사별 3 36          3.6         3.6            

1,000     100.0     100.0        

B1. 귀하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상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에게 진료 시마다 매번 ‘얼굴이 참 예쁘다, 네 남자친구가 부럽다’라고
말하는 경우

B1. 귀하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상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성인 여성 환자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 응급실 의사가 환자에게 성경험 여부나
최근 성관계한 시기를 물어보는 경우

DQ1. 귀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B1. 귀하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상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심전도 검사 시, 심전도검사 담당 의료진 외의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심전도 전극이 잘 붙
어있는지 확인한다고 말하며 상의를 들추어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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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2 응답자 최종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학교 졸업 또는 중퇴 이하 1 16          1.6         1.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재학 포함) 2 266        26.6       26.6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재학 포함) 3 656        65.6       65.6          

대학원 재학 이상 4 62          6.2         6.2            

1,000     100.0     100.0        

DQ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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