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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2 가구대표응답자와의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가구대표 응답자 1 6,984     46.5 46.5

배우자 2 4,541     30.2 30.2

자녀 3 2,716     18.1 18.1

자녀의 배우자 4 54         .4 .4

부모 5 397        2.6 2.6

배우자의 부모 6 67         .4 .4

손자녀 7 45         .3 .3

증손자녀 9 1           .0 .0

조부모 11 23         .2 .2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12 149        1.0 1.0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3 1           .0 .0

기타 14 42         .3 .3

15,020   100.0 100.0

bh3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남 1 7,075     47.1 47.1

여 2 7,945     52.9 52.9

15,020   100.0 100.0

bh4 응답자 생년월

==> 데이터 참조

H. 가구구성
1.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기초조사표: 가구대표 응답자]
  [기초조사표: 가구원]

H. 가구구성
1. 가구대표 응답자 성별

H. 가구구성
1. 가구대표 응답자 실제 생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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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4_01 응답자 생일(양/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양 1 5,814     38.7 38.7

음 2 9,198     61.2 61.2

무응답 9 8           .1 .1

15,020   100.0 100.0

bh4_02 응답자 연령

==> 아래 재분류 변수와 데이터 참조

bh4_03 응답자 연령(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0대(만14세이상19세이하) 1 961        6.4 6.4

20대(만20세~29세) 2 1,838     12.2 12.2

30대(만30세~39세) 3 2,248     15.0 15.0

40대(만40세~49세) 4 2,741     18.2 18.2

50대(만50세~59세) 5 2,860     19.0 19.0

60대(만60세~69세) 6 2,155     14.3 14.3

70대 이상 7 2,217     14.8 14.8

15,020   100.0 100.0

bh5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미혼 1 3,457     23.0 23.0

현재 배우자 있음 2 9,735     64.8 64.8

사별이나 이혼 3 1,828     12.2 12.2

15,020   100.0 100.0

H. 가구구성
1. 가구대표 응답자 혼인상태

H. 가구구성
1. 가구대표 응답자 실제 생년월(양/음)

응답자 생년월 변수로 연령 환산

응답자 생년월 변수로 연령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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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6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 492        3.3 3.3

사무종사자 2 2,759     18.4 18.4

서비스, 판매 종사자 3 2,844     18.9 18.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 1,196     8.0 8.0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 965        6.4 6.4

단순 노무 종사자 6 500        3.3 3.3

직업군인 7 26         .2 .2

전업주부 8 2,940     19.6 19.6

학생 9 1,800     12.0 12.0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10 1,498     10.0 10.0

15,020   100.0 100.0

bh7 종사자 지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해당 없음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0 6,238     41.5 41.5

임금근로자 1 5,909     39.3 39.3

자영업자 2 2,177     14.5 14.5

무급가족종사자 3 696        4.6 4.6

15,020   100.0 100.0

bh8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만 응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음 1 270        1.8 1.8

없음 2 14,750   98.2 98.2

15,020   100.0 100.0

H. 가구구성
1. 가구대표 응답자 직업

H. 가구구성
1. 가구대표 응답자 종사상 지위

H. 가구구성
1. 가구대표 응답자 (장애인만 응답)-장애인 복지카드 유무

3



A1-2015-006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bh9 출신국가(외국인만 응답)

==> 데이터 참조

bh9_re 내/외국인구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외국인 1 45         .3 .3

내국인 2 14,975   99.7 99.7

15,020   100.0 100.0

bh11 세대 구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인 가구 1 1,560     10.4 10.4

부부 2 3,740     24.9 24.9

부부+자녀 3 7,369     49.1 49.1

한부모+자녀 4 1,175     7.8 7.8

 3세대이상 가구 5 778        5.2 5.2

형제자매로만 구성 6 118        .8 .8

조부모+손자녀 7 90         .6 .6

비혈연/기타 8 190        1.3 1.3

15,020   100.0 100.0

세대구성

H. 가구구성
1. 가구대표 응답자 (외국인만 응답)-출신국가

출신국가 변수로 변수로 새로 만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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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1 우리 동네는_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36     15.6 15.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428     49.5 49.5

보통이다 3 3,227     21.5 21.5

그런 편이다 4 1,834     12.2 12.2

매우 그렇다 5 195        1.3 1.3

15,020   100.0 100.0

b1_2 우리 동네는_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934     19.5 19.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484     43.2 43.2

보통이다 3 3,476     23.1 23.1

그런 편이다 4 1,882     12.5 12.5

매우 그렇다 5 244        1.6 1.6

15,020   100.0 100.0

b1_3 우리 동네는_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427     29.5 29.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489     43.2 43.2

보통이다 3 3,005     20.0 20.0

그런 편이다 4 1,004     6.7 6.7

매우 그렇다 5 95         .6 .6

15,020   100.0 100.0

1.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1)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1.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2)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1.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3)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1. 동네와 이웃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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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4 우리 동네는_기초 질서(무단횡단, 불법 주 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605     17.3 17.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865     39.0 39.0

보통이다 3 4,455     29.7 29.7

그런 편이다 4 1,817     12.1 12.1

매우 그렇다 5 278        1.9 1.9

15,020   100.0 100.0

b1_5 우리 동네는_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509     23.4 23.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062     47.0 47.0

보통이다 3 3,378     22.5 22.5

그런 편이다 4 971        6.5 6.5

매우 그렇다 5 100        .7 .7

15,020   100.0 100.0

b1_6 우리 동네는_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480     23.2 23.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360     49.0 49.0

보통이다 3 3,226     21.5 21.5

그런 편이다 4 872        5.8 5.8

매우 그렇다 5 82         .5 .5

15,020   100.0 100.0

1.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5)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1.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6)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1.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4) 기초 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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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_1 우리동네 사람들은_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04     6.7 6.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073     27.1 27.1

보통이다 3 4,420     29.4 29.4

그런 편이다 4 4,605     30.7 30.7

매우 그렇다 5 918        6.1 6.1

15,020   100.0 100.0

b2_2 우리동네 사람들은_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678     11.2 11.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810     32.0 32.0

보통이다 3 4,210     28.0 28.0

그런 편이다 4 3,415     22.7 22.7

매우 그렇다 5 907        6.0 6.0

15,020   100.0 100.0

b2_3 우리동네 사람들은_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671     11.1 11.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580     30.5 30.5

보통이다 3 4,718     31.4 31.4

그런 편이다 4 3,176     21.1 21.1

매우 그렇다 5 875        5.8 5.8

15,020   100.0 100.0

2.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2.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2.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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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_4 우리동네 사람들은_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987     19.9 19.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008     33.3 33.3

보통이다 3 3,900     26.0 26.0

그런 편이다 4 2,523     16.8 16.8

매우 그렇다 5 602        4.0 4.0

15,020   100.0 100.0

b2_5 우리동네 사람들은_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47        3.6 3.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290     15.2 15.2

보통이다 3 4,576     30.5 30.5

그런 편이다 4 6,345     42.2 42.2

매우 그렇다 5 1,262     8.4 8.4

15,020   100.0 100.0

b2_6 우리동네 사람들은_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49        2.3 2.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466     9.8 9.8

보통이다 3 3,590     23.9 23.9

그런 편이다 4 7,371     49.1 49.1

매우 그렇다 5 2,244     14.9 14.9

15,020   100.0 100.0

2.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5)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2.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6)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2.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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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_7 우리동네 사람들은_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00     9.3 9.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622     24.1 24.1

보통이다 3 5,304     35.3 35.3

그런 편이다 4 3,948     26.3 26.3

매우 그렇다 5 746        5.0 5.0

15,020   100.0 100.0

b3_1 우리 동네 경찰은_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26        2.2 2.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258     15.0 15.0

보통이다 3 5,441     36.2 36.2

그런 편이다 4 6,361     42.4 42.4

매우 그렇다 5 634        4.2 4.2

15,020   100.0 100.0

b3_2 우리 동네 경찰은_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38        .9 .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288     8.6 8.6

보통이다 3 4,943     32.9 32.9

그런 편이다 4 7,239     48.2 48.2

매우 그렇다 5 1,412     9.4 9.4

15,020   100.0 100.0

2.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7)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

3.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경찰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1)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3.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경찰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2)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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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_3 우리 동네 경찰은_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67        1.8 1.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896     12.6 12.6

보통이다 3 6,454     43.0 43.0

그런 편이다 4 5,509     36.7 36.7

매우 그렇다 5 894        6.0 6.0

15,020   100.0 100.0

b4_1 작년과 비교할때 범죄가 증가할것인가_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감소할 것 1 63         .4 .4

약간 감소할 것 2 1,477     9.8 9.8

변화 없을 것 3 5,927     39.5 39.5

약간 증가할 것 4 6,773     45.1 45.1

매우 증가할 것 5 780        5.2 5.2

15,020   100.0 100.0

b4_2 작년과 비교할때 범죄가 증가할것인가_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감소할 것 1 148        1.0 1.0

약간 감소할 것 2 2,176     14.5 14.5

변화 없을 것 3 9,447     62.9 62.9

약간 증가할 것 4 3,135     20.9 20.9

매우 증가할 것 5 114        .8 .8

15,020   100.0 100.0

4. 작년(2014년) 한 해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
니까?
1)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4. 작년(2014년) 한 해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
니까?
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3. 작년(2014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경찰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3)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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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_1 상황에서 두려움_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902     26.0 26.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046     40.3 40.3

보통이다 3 2,970     19.8 19.8

그런 편이다 4 1,909     12.7 12.7

매우 그렇다 5 193        1.3 1.3

15,020   100.0 100.0

b5_2 상황에서 두려움_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477     23.1 23.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056     33.7 33.7

보통이다 3 3,251     21.6 21.6

그런 편이다 4 2,803     18.7 18.7

매우 그렇다 5 433        2.9 2.9

15,020   100.0 100.0

b6_1 주변인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_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172     27.8 27.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882     32.5 32.5

보통이다 3 3,330     22.2 22.2

그런 편이다 4 2,442     16.3 16.3

매우 그렇다 5 194        1.3 1.3

15,020   100.0 100.0

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6.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1)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2.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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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_2 주변인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_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해당자 없음 0 4,282     28.5 28.5

전혀 그렇지 않다 1 2,269     15.1 15.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956     19.7 19.7

보통이다 3 2,643     17.6 17.6

그런 편이다 4 2,526     16.8 16.8

매우 그렇다 5 344        2.3 2.3

15,020   100.0 100.0

b6_3 주변인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_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해당자 없음 0 4,207     28.0 28.0

전혀 그렇지 않다 1 1,488     9.9 9.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122     14.1 14.1

보통이다 3 2,613     17.4 17.4

그런 편이다 4 3,625     24.1 24.1

매우 그렇다 5 965        6.4 6.4

15,020   100.0 100.0

b7_1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_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111     20.7 20.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250     48.3 48.3

보통이다 3 3,188     21.2 21.2

그런 편이다 4 1,374     9.1 9.1

매우 그렇다 5 97         .6 .6

15,020   100.0 100.0

6.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3)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7.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1)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6.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2)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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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_2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_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954     26.3 26.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479     43.1 43.1

보통이다 3 3,210     21.4 21.4

그런 편이다 4 1,270     8.5 8.5

매우 그렇다 5 107        .7 .7

15,020   100.0 100.0

b7_3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_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132     27.5 27.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202     41.3 41.3

보통이다 3 3,228     21.5 21.5

그런 편이다 4 1,354     9.0 9.0

매우 그렇다 5 104        .7 .7

15,020   100.0 100.0

b7_4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_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036     26.9 26.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072     40.4 40.4

보통이다 3 3,378     22.5 22.5

그런 편이다 4 1,401     9.3 9.3

매우 그렇다 5 133        .9 .9

15,020   100.0 100.0

7.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2)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7.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3)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7.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4)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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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_5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_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245     34.9 3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796     38.6 38.6

보통이다 3 2,640     17.6 17.6

그런 편이다 4 1,184     7.9 7.9

매우 그렇다 5 155        1.0 1.0

15,020   100.0 100.0

b7_6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_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078     27.2 27.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744     44.9 44.9

보통이다 3 2,961     19.7 19.7

그런 편이다 4 1,141     7.6 7.6

매우 그렇다 5 96         .6 .6

15,020   100.0 100.0

b7_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_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507     23.3 2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066     40.4 40.4

보통이다 3 3,493     23.3 23.3

그런 편이다 4 1,780     11.9 11.9

매우 그렇다 5 174        1.2 1.2

15,020   100.0 100.0

7.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6)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7.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7)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7.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5)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14



A1-2015-006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b7_8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128     27.5 27.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860     45.7 45.7

보통이다 3 3,103     20.7 20.7

그런 편이다 4 840        5.6 5.6

매우 그렇다 5 89         .6 .6

15,020   100.0 100.0

b8_1 나는_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689     17.9 17.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245     48.2 48.2

보통이다 3 3,770     25.1 25.1

그런 편이다 4 1,238     8.2 8.2

매우 그렇다 5 78         .5 .5

15,020   100.0 100.0

b8_2 나는_누군가 나를 폭행하려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804     18.7 18.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216     34.7 34.7

보통이다 3 4,423     29.4 29.4

그런 편이다 4 2,266     15.1 15.1

매우 그렇다 5 311        2.1 2.1

15,020   100.0 100.0

7.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8)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8.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

8.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누군가 나를 폭행하려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_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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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84     9.9 9.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021     33.4 33.4

보통이다 3 5,854     39.0 39.0

그런 편이다 4 2,300     15.3 15.3

매우 그렇다 5 361        2.4 2.4

15,020   100.0 100.0

b9_1 지인의 신체 피해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212        1.4 1.4

없었거나 모른다 2 14,808   98.6 98.6

15,020   100.0 100.0

b9_2 지인의 재산 피해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743        4.9 4.9

없었거나 모른다 2 14,277   95.1 95.1

15,020   100.0 100.0

9.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신체피해

9.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2) 재산피해

8.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내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 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나는_내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 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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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 대중교통수단 이용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일주일에 5일 이상 1 3,880     25.8 25.8

일주일에 3~4일 2 1,585     10.6 10.6

일주일에 2~3일 3 3,853     25.7 25.7

거의 또는 전혀 없음 4 5,702     38.0 38.0

15,020   100.0 100.0

b11 저녁 10시 이후 귀가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거의 매일 1 795        5.3 5.3

일주일에 2~3일 2 2,199     14.6 14.6

일주일에 하루 3 2,381     15.9 15.9

보름에 하루 4 1,389     9.2 9.2

한 달에 하루 5 1,860     12.4 12.4

거의 또는 전혀 없음 6 6,396     42.6 42.6

15,020   100.0 100.0

b12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거의 매일 1 17         .1 .1

일주일에 2~3일 2 294        2.0 2.0

일주일에 하루 3 880        5.9 5.9

보름에 하루 4 924        6.2 6.2

한 달에 하루 5 1,979     13.2 13.2

거의 또는 전혀 없음 6 10,926   72.7 72.7

15,020   100.0 100.0

10. 귀하는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일주일 평균 며칠 정도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기차 등 포함. 단, 택시는 제외)을 이용했습니까?

11. 귀하는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저녁 10시 이후 집에 들어갔습니
까?

12. 귀하는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갔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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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3 가족이 전부 외출 등으로 집이 비어있는 평균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거의 비우지 않았음 1 1,122     7.5 16.1

4시간 미만 2 1,785     11.9 25.6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3 2,228     14.8 31.9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4 1,548     10.3 22.2

12시간 이상 5 301        2.0 4.3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b14 삶에서의 생활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 37         .2 .2

  : 2 40         .3 .3

  : 3 124        .8 .8

  : 4 283        1.9 1.9

  : 5 745        5.0 5.0

보통이다 6 3,247     21.6 21.6

  : 7 3,276     21.8 21.8

  : 8 4,248     28.3 28.3

  : 9 2,391     15.9 15.9

  : 10 488        3.2 3.2

매우 만족한다 11 141        .9 .9

15,020   100.0 100.0

14. 귀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3.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와 가구원이 모두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어 있는 시
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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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5_1 일상생활_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편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477     29.8 29.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848     38.9 38.9

보통이다 3 3,273     21.8 21.8

그런 편이다 4 1,387     9.2 9.2

매우 그렇다 5 35         .2 .2

15,020   100.0 100.0

b15_2 일상생활_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628     30.8 30.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152     34.3 34.3

보통이다 3 3,452     23.0 23.0

그런 편이다 4 1,713     11.4 11.4

매우 그렇다 5 75         .5 .5

15,020   100.0 100.0

b15_3 일상생활_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49     7.0 7.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699     18.0 18.0

보통이다 3 5,209     34.7 34.7

그런 편이다 4 5,351     35.6 35.6

매우 그렇다 5 712        4.7 4.7

15,020   100.0 100.0

15. 귀하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편이다

15. 귀하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2) 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15. 귀하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3)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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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5_4 일상생활_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91     7.9 7.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987     26.5 26.5

보통이다 3 6,295     41.9 41.9

그런 편이다 4 3,193     21.3 21.3

매우 그렇다 5 354        2.4 2.4

15,020   100.0 100.0

b16_1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_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19        4.1 4.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123     14.1 14.1

보통이다 3 2,838     18.9 18.9

그런 편이다 4 6,428     42.8 42.8

매우 그렇다 5 3,012     20.1 20.1

15,020   100.0 100.0

b16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352     55.6 55.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679     31.2 31.2

보통이다 3 1,440     9.6 9.6

그런 편이다 4 499        3.3 3.3

매우 그렇다 5 50         .3 .3

15,020   100.0 100.0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_만약을 대비해서 호신 두고(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16. 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
니까?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 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15. 귀하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4)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16. 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
니까?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20



A1-2015-006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b16_3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_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국가와 같이 다닌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479     29.8 29.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013     40.0 40.0

보통이다 3 2,779     18.5 18.5

그런 편이다 4 1,630     10.9 10.9

매우 그렇다 5 119        .8 .8

15,020   100.0 100.0

b16_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508     23.4 23.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796     31.9 31.9

보통이다 3 3,174     21.1 21.1

그런 편이다 4 3,111     20.7 20.7

매우 그렇다 5 431        2.9 2.9

15,020   100.0 100.0

b16_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242     28.2 28.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148     40.9 40.9

보통이다 3 2,977     19.8 19.8

그런 편이다 4 1,486     9.9 9.9

매우 그렇다 5 167        1.1 1.1

15,020   100.0 100.0

16. 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
니까?
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16. 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
니까?
4)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16. 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
니까?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_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
다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_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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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6_6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_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167     27.7 27.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556     37.0 37.0

보통이다 3 3,023     20.1 20.1

그런 편이다 4 1,903     12.7 12.7

매우 그렇다 5 371        2.5 2.5

15,020   100.0 100.0

b16_7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_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863     52.4 52.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150     34.3 34.3

보통이다 3 1,634     10.9 10.9

그런 편이다 4 332        2.2 2.2

매우 그렇다 5 41         .3 .3

15,020   100.0 100.0

b16_8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876     39.1 39.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149     34.3 34.3

보통이다 3 2,683     17.9 17.9

그런 편이다 4 1,174     7.8 7.8

매우 그렇다 5 138        .9 .9

15,020   100.0 100.0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_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배달된 신문이
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16. 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
니까?
8) 2 ~ 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
다

16. 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
니까?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16. 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
니까?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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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7_01 현재 동네 거주기간_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0 년 0 265        1.8 3.8

1 년 1 443        2.9 6.3

2 년 2 432        2.9 6.2

3 년 3 518        3.4 7.4

4 년 4 401        2.7 5.7

5 년 5 423        2.8 6.1

6 년 6 369        2.5 5.3

7 년 7 401        2.7 5.7

8 년 8 322        2.1 4.6

9 년 9 124        .8 1.8

10 년 10 606        4.0 8.7

11 년 11 84         .6 1.2

12 년 12 187        1.2 2.7

13 년 13 105        .7 1.5

14 년 14 59         .4 .8

15 년 15 274        1.8 3.9

16 년 16 42         .3 .6

17 년 17 55         .4 .8

18 년 18 84         .6 1.2

19 년 19 22         .1 .3

20 년 20 332        2.2 4.8

21 년 21 23         .2 .3

22 년 22 42         .3 .6

23 년 23 32         .2 .5

24 년 24 24         .2 .3

25 년 25 101        .7 1.4

26 년 26 17         .1 .2

17.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______ 년   ______개월

3. 배경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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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년 27 21         .1 .3

28 년 28 25         .2 .4

29 년 29 5           .0 .1

30 년 30 192        1.3 2.7

31 년 31 10         .1 .1

32 년 32 14         .1 .2

33 년 33 11         .1 .2

34 년 34 8           .1 .1

35 년 35 67         .4 1.0

36 년 36 9           .1 .1

37 년 37 11         .1 .2

38 년 38 10         .1 .1

39 년 39 5           .0 .1

40 년 40 128        .9 1.8

41 년 41 6           .0 .1

42 년 42 14         .1 .2

43 년 43 7           .0 .1

44 년 44 8           .1 .1

45 년 45 36         .2 .5

46 년 46 10         .1 .1

47 년 47 11         .1 .2

48 년 48 16         .1 .2

49 년 49 9           .1 .1

50 년 50 128        .9 1.8

51 년 51 10         .1 .1

52 년 52 16         .1 .2

53 년 53 12         .1 .2

54 년 54 8           .1 .1

55 년 55 32         .2 .5

56 년 56 13         .1 .2

57 년 57 12         .1 .2

58 년 58 13         .1 .2

59 년 59 19         .1 .3

60 년 60 8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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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년 61 14         .1 .2

62 년 62 16         .1 .2

63 년 63 11         .1 .2

64 년 64 10         .1 .1

65 년 65 19         .1 .3

66 년 66 10         .1 .1

67 년 67 12         .1 .2

68 년 68 9           .1 .1

69 년 69 6           .0 .1

70 년 70 38         .3 .5

71 년 71 3           .0 .0

72 년 72 6           .0 .1

73 년 73 6           .0 .1

74 년 74 5           .0 .1

75 년 75 9           .1 .1

76 년 76 8           .1 .1

77 년 77 5           .0 .1

78 년 78 3           .0 .0

79 년 79 3           .0 .0

80 년 80 11         .1 .2

81 년 81 3           .0 .0

82 년 82 1           .0 .0

83 년 83 1           .0 .0

84 년 84 3           .0 .0

86 년 86 1           .0 .0

93 년 93 1           .0 .0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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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7_02 현재 동네 거주기간_개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0 개월 0 3,799     25.3 54.4

1 개월 1 235        1.6 3.4

2 개월 2 663        4.4 9.5

3 개월 3 397        2.6 5.7

4 개월 4 277        1.8 4.0

5 개월 5 321        2.1 4.6

6 개월 6 614        4.1 8.8

7 개월 7 135        .9 1.9

8 개월 8 191        1.3 2.7

9 개월 9 64         .4 .9

10 개월 10 197        1.3 2.8

11 개월 11 21         .1 .3

모름/ 무응답 99 70         .5 1.0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b18 최근 5년 이내의 이사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1,959     13.0 28.0

없다 2 5,025     33.5 72.0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17.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______ 년   ______개월

18. 최근 5년 이내(201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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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8_01 최근 5년 이내의 이사 횟수_약00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회 1 1,619     10.8 82.6

2 회 2 271        1.8 13.8

3 회 3 51         .3 2.6

4 회 4 10         .1 .5

5 회 5 4           .0 .2

6 회 6 3           .0 .2

모름/ 무응답 99 1           .0 .1

비해당 -1 13,061   87.0

15,020   100.0 100.0

b19 현 주소지에서의 영업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271        1.8 3.9

없다 2 6,713     44.7 96.1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b19_1 상호나 간판, 표식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198        1.3 73.1

없다 2 73         .5 26.9

비해당 -1 14,749   98.2

15,020   100.0 100.0

19-1. 현재 집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상호나 간판이 있습니까?

18. 최근 5년 이내(201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______회

19. 가구원 가운데 현재 사는 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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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 주택소유형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자기 집 1 4,671     31.1 66.9

전세 2 1,263     8.4 18.1

보증부 월세 3 673        4.5 9.6

월세(사글세) 4 282        1.9 4.0

무상 5 95         .6 1.4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b21 응답자 최종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안 받았음 0 711        4.7 4.7

초등학교 1 1,663     11.1 11.1

중학교 2 1,620     10.8 10.8

고등학교 3 5,434     36.2 36.2

대학(교)(4년제 미만) 4 2,345     15.6 15.6

대학교(4년제 이상) 5 3,078     20.5 20.5

대학원 이상 6 169        1.1 1.1

15,020   100.0 100.0

b22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월평균 100만원 미만 1 1,421     9.5 20.3

월평균 100~200만원 미만 2 1,087     7.2 15.6

월평균 200~300만원 미만 3 1,254     8.3 18.0

월평균 300~400만원 미만 4 1,338     8.9 19.2

월평균 400~500만원 미만 5 958        6.4 13.7

20. 현재 사시는 집의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2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예: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등 포함)

22.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 가구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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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500~600만원 미만 6 574        3.8 8.2

월평균 600~700만원 미만 7 188        1.3 2.7

월평균 700~1000만원 미만 8 123        .8 1.8

월평균 1,000만원 이상 9 40         .3 .6

모름/ 무응답 99 1           .0 .0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b23 지난해 속임(사기)으로 재산 피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144        1.0 1.0

없었다 2 14,876   99.0 99.0

15,020   100.0 100.0

b23_01 지난해 속임(사기)으로 재산 피해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134        .9 93.1

2 건 2 5           .0 3.5

4 건 4 4           .0 2.8

12 건 12 1           .0 .7

비해당 -1 14,876   99.0

15,020   100.0 100.0

23.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속임(사기)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23.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속임(사기)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있다 →  _______건

4.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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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4 지난해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경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257        1.7 1.7

없었다 2 14,763   98.3 98.3

15,020   100.0 100.0

b24_01 지난해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228        1.5 88.7

2 건 2 22         .1 8.6

3 건 3 6           .0 2.3

8 건 8 1           .0 .4

비해당 -1 14,763   98.3

15,020   100.0 100.0

b25 지난해 누군가 집에 허락없이 들어왔던 경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40         .3 .3

없었다 2 14,980   99.7 99.7

15,020   100.0 100.0

24.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경험 또는 그
럴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24.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경험 또는 그
럴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1) 있었다 →  _______건

25.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누군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나 방범창을 절단하여 귀하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뻔한 적이 있
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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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5_01 지난해 누군가 집에 허락없이 들어왔던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38         .3 95.0

5 건 5 1           .0 2.5

20 건 20 1           .0 2.5

비해당 -1 14,980   99.7

15,020   100.0 100.0

b26 지난해 누군가 고의로 재산이나 물건을 부순 경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96         .6 .6

없었다 2 14,924   99.4 99.4

15,020   100.0 100.0

b26_01 지난해 누군가 고의로 재산이나 물건을 부순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84         .6 87.5

2 건 2 12         .1 12.5

비해당 -1 14,924   99.4

15,020   100.0 100.0

b27 지난해 폭행/위협/도둑을 맞았던 경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35         .2 .2

없었다 2 14,985   99.8 99.8

15,020   100.0 100.0

27.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장소에
서 귀하는 폭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25.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누군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나 방범창을 절단하여 귀하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뻔한 적이 있
었습니까?
1) 있었다 →  _______건

26.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누군가 고의로 귀하와
가구원의 재산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26.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누군가 고의로 귀하와
가구원의 재산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  _______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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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7_01 지난해 폭행/위협/도둑을 맞았던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28         .2 80.0

2 건 2 7           .0 20.0

비해당 -1 14,985   99.8

15,020   100.0 100.0

b28 지난해 폭행/위협을 당했던 경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11         .1 .1

없었다 2 15,009   99.9 99.9

15,020   100.0 100.0

b28_01 지난해 폭행/위협을 당했던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11         .1 100.0

비해당 -1 15,009   99.9

15,020   100.0 100.0

b29 지난해 도둑/폭행/위협/괴롭힘을 당했던 경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13         .1 .1

없었다 2 15,007   99.9 99.9

15,020   100.0 100.0

27.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장소에
서 귀하는 폭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  _______건

28.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방법으로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28.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방법으로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  _______건

29.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도둑, 폭행, 위
협 또는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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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9_01 지난해 도둑/폭행/위협/괴롭힘을 당했던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8           .1 61.5

2 건 2 4           .0 30.8

5 건 5 1           .0 7.7

비해당 -1 15,007   99.9

15,020   100.0 100.0

b30 강제로 성적인 접촉을 당했던 경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14         .1 .1

없었다 2 15,006   99.9 99.9

15,020   100.0 100.0

b30_01 강제로 성적인 접촉을 당했던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14         .1 100.0

비해당 -1 15,006   99.9

15,020   100.0 100.0

30. 강제적이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30. 강제적이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  _______건

29.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도둑, 폭행, 위
협 또는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  _______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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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3_1 속임 관련 피해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없었다 0 14,876   99.0 99.0

있었다 1 144        1.0 1.0

15,020   100.0 100.0

bc23_2 속임 관련 피해 경험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134        .9 93.1

2 건 2 5           .0 3.5

4 건 4 4           .0 2.8

12 건 12 1           .0 .7

비해당 -1 14,876   99.0

15,020   100.0 100.0

bc23_3 속임 관련 상습피해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0 건 0 143        1.0 99.3

1 건 1 1           .0 .7

비해당 -1 14,876   99.0

15,020   100.0 100.0

1. 점검 항목
23. 속임 관련 피해 경험 여부

1. 점검 항목
23. 속임 관련 피해 경험 횟수

1. 점검 항목
23. 속임 관련 상습피해 수

5. 조사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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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3_4 속임 관련 사건조사표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135        .9 93.8

2 건 2 5           .0 3.5

4 건 4 4           .0 2.8

비해당 -1 14,876   99.0

15,020   100.0 100.0

bc24_1 물건 관련 피해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없었다 0 14,763   98.3 98.3

있었다 1 257        1.7 1.7

15,020   100.0 100.0

bc24_2 물건 관련 피해 경험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228        1.5 88.7

2 건 2 22         .1 8.6

3 건 3 6           .0 2.3

8 건 8 1           .0 .4

비해당 -1 14,763   98.3

15,020   100.0 100.0

1. 점검 항목
24. 물건 관련 피해 경험 여부

1. 점검 항목
24. 물건 관련 피해 경험 횟수

1. 점검 항목
23. 속임 관련 사건조사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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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4_3 물건 관련 상습피해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0 건 0 256        1.7 99.6

1 건 1 1           .0 .4

비해당 -1 14,763   98.3

15,020   100.0 100.0

bc24_4 물건 관련 사건조사표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229        1.5 89.1

2 건 2 22         .1 8.6

3 건 3 6           .0 2.3

비해당 -1 14,763   98.3

15,020   100.0 100.0

bc25_1 침입 관련 피해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없었다 0 14,980   99.7 99.7

있었다 1 40         .3 .3

15,020   100.0 100.0

1. 점검 항목
24. 물건 관련 상습피해 수

1. 점검 항목
24. 물건 관련 사건조사표 수

1. 점검 항목
25. 침입 관련 피해 경험 여부

36



A1-2015-006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bc25_2 침입 관련 피해 경험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38         .3 95.0

5 건 5 1           .0 2.5

20 건 20 1           .0 2.5

비해당 -1 14,980   99.7

15,020   100.0 100.0

bc25_3 침입 관련 상습피해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0 건 0 38         .3 95.0

1 건 1 2           .0 5.0

비해당 -1 14,980   99.7

15,020   100.0 100.0

bc25_4 침입 관련 사건조사표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40         .3 100.0

비해당 -1 14,980   99.7

15,020   100.0 100.0

bc26_1 손상 관련 피해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없었다 0 14,924   99.4 99.4

있었다 1 96         .6 .6

15,020   100.0 100.0

1. 점검 항목
25. 침입 관련 상습피해 수

1. 점검 항목
25. 침입 관련 사건조사표 수

1. 점검 항목
26. 손상 관련 피해 경험 유무

1. 점검 항목
25. 침입 관련 피해 경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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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6_2 손상 관련 피해 경험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84         .6 87.5

2 건 2 12         .1 12.5

비해당 -1 14,924   99.4

15,020   100.0 100.0

bc26_3 손상 관련 상습피해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0 건 0 96         .6 100.0

비해당 -1 14,924   99.4

15,020   100.0 100.0

bc26_4 손상 관련 사건조사표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84         .6 87.5

2 건 2 12         .1 12.5

비해당 -1 14,924   99.4

15,020   100.0 100.0

bc27_1 장소 관련 피해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없었다 0 14,985   99.8 99.8

있었다 1 35         .2 .2

15,020   100.0 100.0

1. 점검 항목
27. 장소 관련 피해 경험 여부

1. 점검 항목
26. 손상 관련 피해 경험 횟수

1. 점검 항목
26. 손상 관련 상습피해 수

1. 점검 항목
26. 손상 관련 사건조사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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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7_2 장소 관련 피해 경험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28         .2 80.0

2 건 2 7           .0 20.0

비해당 -1 14,985   99.8

15,020   100.0 100.0

bc27_3 장소 관련 상습피해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0 건 0 35         .2 100.0

비해당 -1 14,985   99.8

15,020   100.0 100.0

bc27_4 장소 관련 사건조사표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28         .2 80.0

2 건 2 7           .0 20.0

비해당 -1 14,985   99.8

15,020   100.0 100.0

bc28_1 방범 관련 피해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없었다 0 15,009   99.9 99.9

있었다 1 11         .1 .1

15,020   100.0 100.0

1. 점검 항목
27. 장소 관련 피해 경험 횟수

1. 점검 항목
27. 장소 관련 상습피해 수

1. 점검 항목
27. 장소 관련 사건조사표 수

1. 점검 항목
28. 방법 관련 피해 경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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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8_2 방범 관련 피해 경험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11         .1 100.0

비해당 -1 15,009   99.9

15,020   100.0 100.0

bc28_3 방범 관련 상습피해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0 건 0 11         .1 100.0

비해당 -1 15,009   99.9

15,020   100.0 100.0

bc28_4 방범 관련 사건조사표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11         .1 100.0

비해당 -1 15,009   99.9

15,020   100.0 100.0

bc29_1 지인 관련 피해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없었다 0 15,007   99.9 99.9

있었다 1 13         .1 .1

15,020   100.0 100.0

1. 점검 항목
28. 방법 관련 상습피해 수

1. 점검 항목
28. 방법 관련 사건조사표 수

1. 점검 항목
29. 지인 관련 피해 경험 여부

1. 점검 항목
28. 방법 관련 피해 경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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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9_2 지인 관련 피해 경험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8           .1 61.5

2 건 2 4           .0 30.8

5 건 5 1           .0 7.7

비해당 -1 15,007   99.9

15,020   100.0 100.0

bc29_3 지인 관련 상습피해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0 건 0 12         .1 92.3

1 건 1 1           .0 7.7

비해당 -1 15,007   99.9

15,020   100.0 100.0

bc29_4 지인 관련 사건조사표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9           .1 69.2

2 건 2 4           .0 30.8

비해당 -1 15,007   99.9

15,020   100.0 100.0

bc30_1 성추행 관련 피해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없었다 0 15,006   99.9 99.9

있었다 1 14         .1 .1

15,020   100.0 100.0

1. 점검 항목
30. 성추행 관련 피해 경험 여부

1. 점검 항목
29. 지인 관련 피해 경험 횟수

1. 점검 항목
29. 지인 관련 상습피해 수

1. 점검 항목
29. 지인 관련 사건조사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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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30_2 성추행 관련 피해 경험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14         .1 100.0

비해당 -1 15,006   99.9

15,020   100.0 100.0

bc30_3 성추행 관련 상습피해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0 건 0 14         .1 100.0

비해당 -1 15,006   99.9

15,020   100.0 100.0

bc30_4 성추행 관련 사건조사표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건 1 14         .1 100.0

비해당 -1 15,006   99.9

15,020   100.0 100.0

bct_1 총 피해 경험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없음 0 14,454   96.2 96.2

있었다(미수 포함) 1 566        3.8 3.8

15,020   100.0 100.0

1. 점검 항목
30. 성추행 관련 피해 경험 횟수

1. 점검 항목
30. 성추행 관련 상습피해 수

1. 점검 항목
30. 성추행 관련 사건조사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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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t_2 총 피해 경험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0 건 0 14,454   96.2 96.2

1 건 1 484        3.2 3.2

2 건 2 50         .3 .3

3 건 3 18         .1 .1

4 건 4 4           .0 .0

5 건 5 7           .0 .0

8 건 8 1           .0 .0

12 건 12 1           .0 .0

20 건 20 1           .0 .0

15,020   100.0 100.0

bct_3 총 사건조사표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0 건 0 14,454   96.2 96.2

1 건 1 489        3.3 3.3

2 건 2 50         .3 .3

3 건 3 18         .1 .1

4 건 4 4           .0 .0

5 건 5 5           .0 .0

15,020   100.0 100.0

bl_1 방범수준_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 등 특수 잠금장치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4,223     28.1 60.5

아니요 2 2,743     18.3 39.3

잘 모르겠음 3 18         .1 .3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1) 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 등 특수 잠금장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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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_2 방범수준_창문이나 비상구 등에 방범창(쇠창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3,429     22.8 49.1

아니요 2 3,535     23.5 50.6

잘 모르겠음 3 20         .1 .3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bl_3 방범수준_비디오폰이나 현관문에 들여다보는 구멍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3,530     23.5 50.5

아니요 2 3,442     22.9 49.3

잘 모르겠음 3 12         .1 .2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bl_4 방범수준_출입카드를 사용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1,097     7.3 15.7

아니요 2 5,874     39.1 84.1

잘 모르겠음 3 13         .1 .2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2) 창문이나 비상구 등에 방범창(쇠창살)이 있다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3) 비디오폰이나 현관문에 들여다보는 구멍이 있다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4) 출입카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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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_5 방범수준_도난 경보시스템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776        5.2 11.1

아니요 2 6,137     40.9 87.9

잘 모르겠음 3 71         .5 1.0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bl_6 방범수준_경비원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2,987     19.9 42.8

아니요 2 3,987     26.5 57.1

잘 모르겠음 3 10         .1 .1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bl_7 방범수준_집 주위 반경 20m 안에 CCTV 등 감시카메라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4,140     27.6 59.3

아니요 2 2,580     17.2 36.9

잘 모르겠음 3 264        1.8 3.8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5) 도난 경보시스템이 있다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6) 경비원이 있다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7)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CCTV 등 감시카메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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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_8 방범수준_집 주위 반경 20m 안에 외부 조명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5,280     35.2 75.6

아니요 2 1,621     10.8 23.2

잘 모르겠음 3 83         .6 1.2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bl_9 방범수준_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596        4.0 8.5

아니요 2 6,323     42.1 90.5

잘 모르겠음 3 65         .4 .9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bl_10 방범수준_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장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305        2.0 4.4

아니요 2 6,600     43.9 94.5

잘 모르겠음 3 79         .5 1.1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10)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장이 있다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8)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외부 조명이 있다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9)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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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_11 방범수준_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공단지역(공장 밀집 지역)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149        1.0 2.1

아니요 2 6,781     45.1 97.1

잘 모르겠음 3 54         .4 .8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bl_12 방범수준_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대규모 재래시장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521        3.5 7.5

아니요 2 6,422     42.8 92.0

잘 모르겠음 3 41         .3 .6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bht_1 주택의 유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단독주택 1 2,677     17.8 38.3

아파트 2 3,134     20.9 44.9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995        6.6 14.2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4 145        1.0 2.1

기타(오피스텔 등) 5 33         .2 .5

비해당 -1 8,036     53.5

15,020   100.0 100.0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11)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공단지역(공장 밀집 지역)이 있다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12)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대규모 재래시장이 있다

3. 주택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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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t_1_01 주택의 유형: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원룸 6 12         .1 36.4

오피스텔 7 21         .1 63.6

비해당 -1 14,987   99.8

15,020   100.0 100.0

bht_6 단지규모: 동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동 1 276        1.8 8.7

2 동 2 218        1.5 6.9

3 동 3 249        1.7 7.9

4 동 4 197        1.3 6.2

5 동 5 227        1.5 7.2

6 동 6 316        2.1 10.0

7 동 7 190        1.3 6.0

8 동 8 190        1.3 6.0

9 동 9 180        1.2 5.7

10 동 10 185        1.2 5.8

11 동 11 140        .9 4.4

12 동 12 159        1.1 5.0

13 동 13 94         .6 3.0

14 동 14 64         .4 2.0

15 동 15 68         .5 2.1

16 동 16 31         .2 1.0

17 동 17 64         .4 2.0

18 동 18 59         .4 1.9

19 동 19 30         .2 .9

20 동 20 33         .2 1.0

21 동 21 29         .2 .9

22 동 22 20         .1 .6

3. 주택의 유형
5)  기타(오피스텔 등)________________________

<아파트/오피스텔인 경우>
1) 단지 규모: 총 _____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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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 23 1           .0 .0

25 동 25 20         .1 .6

26 동 26 20         .1 .6

30 동 30 2           .0 .1

31 동 31 10         .1 .3

32 동 32 10         .1 .3

34 동 34 11         .1 .3

35 동 35 18         .1 .6

42 동 42 10         .1 .3

66 동 66 10         .1 .3

101 동 101 5           .0 .2

103 동 103 10         .1 .3

119 동 119 10         .1 .3

120 동 120 1           .0 .0

320 동 320 10         .1 .3

비해당 -1 11,853   78.9

15,020   100.0 100.0

bht_71 조사대상가구 총 층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3 층 3 12         .1 .4

4 층 4 38         .3 1.2

5 층 5 238        1.6 7.5

6 층 6 72         .5 2.3

7 층 7 26         .2 .8

8 층 8 30         .2 .9

9 층 9 48         .3 1.5

10 층 10 102        .7 3.2

11 층 11 40         .3 1.3

12 층 12 226        1.5 7.1

13 층 13 130        .9 4.1

14 층 14 129        .9 4.1

15 층 15 940        6.3 29.7

16 층 16 83         .6 2.6

17 층 17 76         .5 2.4

<아파트/오피스텔인 경우>
2) 층수:  _____층 중  _____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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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층 18 170        1.1 5.4

19 층 19 78         .5 2.5

20 층 20 314        2.1 9.9

21 층 21 25         .2 .8

22 층 22 45         .3 1.4

23 층 23 59         .4 1.9

24 층 24 39         .3 1.2

25 층 25 123        .8 3.9

26 층 26 11         .1 .3

28 층 28 42         .3 1.3

30 층 30 31         .2 1.0

31 층 31 16         .1 .5

32 층 32 3           .0 .1

36 층 36 10         .1 .3

38 층 38 1           .0 .0

42 층 42 10         .1 .3

비해당 -1 11,853   78.9

15,020   100.0 100.0

bht_72 조사대상가구 층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층 1 261        1.7 8.2

2 층 2 262        1.7 8.3

3 층 3 270        1.8 8.5

4 층 4 250        1.7 7.9

5 층 5 242        1.6 7.6

6 층 6 183        1.2 5.8

7 층 7 201        1.3 6.3

8 층 8 190        1.3 6.0

9 층 9 188        1.3 5.9

10 층 10 150        1.0 4.7

11 층 11 150        1.0 4.7

12 층 12 157        1.0 5.0

13 층 13 150        1.0 4.7

<아파트/오피스텔인 경우>
2) 층수:  _____층 중  _____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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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층 14 122        .8 3.9

15 층 15 101        .7 3.2

16 층 16 62         .4 2.0

17 층 17 52         .3 1.6

18 층 18 39         .3 1.2

19 층 19 31         .2 1.0

20 층 20 33         .2 1.0

21 층 21 18         .1 .6

22 층 22 14         .1 .4

23 층 23 10         .1 .3

24 층 24 7           .0 .2

25 층 25 10         .1 .3

26 층 26 4           .0 .1

27 층 27 3           .0 .1

28 층 28 1           .0 .0

29 층 29 2           .0 .1

30 층 30 2           .0 .1

31 층 31 2           .0 .1

비해당 -1 11,853   78.9

15,020   100.0 100.0

bht_8 아파트 형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계단식 1 2,186     14.6 69.0

복도식 2 981        6.5 31.0

비해당 -1 11,853   78.9

15,020   100.0 100.0

<아파트/오피스텔인 경우>
3)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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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사건발생 장소: 현재집vs예전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 1 414        2.8 97.9

예전 집에서 사는 동안 2 9           .1 2.1

비해당 -1 14,597   97.2

15,020   100.0 100.0

c2 사건발생 시기(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월 1 4           .0 .9

2 월 2 12         .1 2.8

3 월 3 35         .2 8.3

4 월 4 28         .2 6.6

5 월 5 31         .2 7.3

6 월 6 35         .2 8.3

7 월 7 47         .3 11.1

8 월 8 49         .3 11.6

9 월 9 43         .3 10.2

10 월 10 67         .4 15.8

11 월 11 33         .2 7.8

12 월 12 34         .2 8.0

모름/ 무응답 99 5           .0 1.2

비해당 -1 14,597   97.2

15,020   100.0 100.0

2. 그 사건은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2014년  ______ 월

1. 이 사건은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에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 오기 이전에 발생한 것
입니까?

   [사건조사표]

1.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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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사건발생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새벽(03~06시) 1 14         .1 3.3

아침(06~09시) 2 8           .1 1.9

오전(09~12시) 3 13         .1 3.1

한낮(12~15시) 4 46         .3 10.9

오후(15~18시) 5 60         .4 14.2

저녁(18~21시) 6 66         .4 15.6

밤(21~00시) 7 44         .3 10.4

심야(00~03시) 8 16         .1 3.8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9 41         .3 9.7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10 75         .5 17.7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 11 40         .3 9.5

비해당 -1 14,597   97.2

15,020   100.0 100.0

c4 피해를 당한 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현재 사는 시.군.구 1 402        2.7 95.0

다른 시.군.구 2 14         .1 3.3

모르겠다 3 7           .0 1.7

비해당 -1 14,597   97.2

15,020   100.0 100.0

c41_1 (다른지역인 경우) 시/군/구1

==> 데이터 참조

3. 그 사건은 대략 몇 시경에 발생했습니까?

4. 피해를 당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4. 피해를 당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다른 시·군·구     ⇒  __________ 시·도   __________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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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_2 조사원 기입용 코드: (다른지역인 경우) 시/군/구1

==> 데이터 참조

c42_1 (다른지역인 경우) 시/군/구2

==> 데이터 참조

c42_2 조사원 기입용 코드: (다른지역인 경우) 시/군/구2

==> 데이터 참조

c5_1 사건발생 장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집 1 151        1.0 36.3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거주자우선주차도로 포
함)

2 108        .7 26.0

학교 3 14         .1 3.4

주차장 4 57         .4 13.7

인구 밀집 상업지 5 41         .3 9.9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6 6           .0 1.4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7 30         .2 7.2

그 외의 장소 8 9           .1 2.2

비해당 -1 14,604   97.2

15,020   100.0 100.0

4. 피해를 당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다른 시·군·구     ⇒  __________ 시·도   __________ 시·군·구

4. 피해를 당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다른 시·군·구     ⇒  __________ 시·도   __________ 시·군·구

4. 피해를 당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다른 시·군·구     ⇒  __________ 시·도   __________ 시·군·구

5. 그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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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_21 사건발생 장소: 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우리 집 1 137        .9 90.7

가해자의 집 2 13         .1 8.6

다른 사람의 집 3 1           .0 .7

비해당 -1 14,869   99.0

15,020   100.0 100.0

c5_22 사건발생 장소: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거주자 우선도차도로 포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파트 단지 주변 1 47         .3 43.5

다세대.연립주택가 주변 2 34         .2 31.5

단독주택 마을 주변 3 27         .2 25.0

비해당 -1 14,912   99.3

15,020   100.0 100.0

c5_23 사건발생 장소: 학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교실 1 2           .0 14.3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4 10         .1 71.4

운동장 5 1           .0 7.1

학교 뒷산. 학교 담장 주변 6 1           .0 7.1

비해당 -1 15,006   99.9

15,020   100.0 100.0

5-1. 발생장소 -> ① 집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5-1. 발생장소 -> ②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5-1. 발생장소 -> ③ 학교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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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_24 사건발생 장소: 주차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상업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등) 주차장 1 3           .0 5.3

공공기관(관공서, 은행 등) 주차장 2 2           .0 3.5

아파트. 연립주택 단지 주차장 3 49         .3 86.0

도로변 유료주차장이나 주차 전용 건물 4 2           .0 3.5

기타 5 1           .0 1.8

비해당 -1 14,963   99.6

15,020   100.0 100.0

c5_24_1 사건발생 장소: 주차장 기타(구체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직장 주차장 26 1           .0 100.0

비해당 -1 15,019   100.0

15,020   100.0 100.0

c5_25 사건발생 장소: 인구 밀집 상업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백화점, 시장, 가게(상점) 등 상업건물 1 18         .1 43.9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2 19         .1 46.3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목욕탕 3 1           .0 2.4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또는 현금자동지급
기)

5 2           .0 4.9

기타 7 1           .0 2.4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5-1. 발생장소 -> ④ 주차장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5-1. 발생장소 -> ④ 주차장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 ⑤ 기타(구체적으로:                 )

5-1. 발생장소 -> ⑤ 인구 밀집 상업지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56



A1-2015-006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c5_25_1 사건발생 장소: 인구 밀집 상업지 기타(구체적)

==> 데이터 참조

c5_26 사건발생 장소: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기업, 회사 사무실 2 3           .0 50.0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4 2           .0 33.3

기타 5 1           .0 16.7

비해당 -1 15,014   100.0

15,020   100.0 100.0

c5_26_1 사건발생 장소: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기타(구체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독서실(공공기관) 32 1           .0 100.0

비해당 -1 15,019   100.0

15,020   100.0 100.0

c5_27 사건발생 장소: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유원지, 공원, 등산로, 산책로, 공터, 체육시설 운
동장(학교 운동장 제외)

1 7           .0 23.3

도로 상에서(주택과 인접한 도로 제외) 2 9           .1 30.0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
설 내부

3 11         .1 36.7

대중교통 정거장, 역 또는 대합실 4 3           .0 10.0

비해당 -1 14,990   99.8

15,020   100.0 100.0

5-1. 발생장소 -> ⑤ 인구 밀집 상업지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 ⑦ 기타(구체적으로:                 )

5-1. 발생장소 -> ⑥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5-1. 발생장소 -> ⑥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 ⑤ 기타(구체적으로:                 )

5-1. 발생장소 ->  ⑦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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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_28 사건발생 장소: 그 외의 장소(구체적)

==> 데이터 참조

c5_3 직장(또는 영업장소)였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37         .2 8.9

아니요 2 379        2.5 91.1

비해당 -1 14,604   97.2

15,020   100.0 100.0

c6 집에서 일어났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145        1.0 34.9

아니요 2 271        1.8 65.1

비해당 -1 14,604   97.2

15,020   100.0 100.0

c6_1 가해자와 함께 거주했거나 응답자의 허락으로 집에 들어왔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4           .0 2.8

아니요 2 141        .9 97.2

비해당 -1 14,875   99.0

15,020   100.0 100.0

2. 범행수법

6. 그 사건은 귀하의 집에서 일어났습니까?

6-1. 가해자는 귀하의 집에 살았거나 귀하의 허락으로 집에 들어왔습니까?

5-1. 발생장소 ->   그 외의 장소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① 그 외의 장소(구체적으로:            )

5-3. 그 곳은 귀하의 직장(또는 영업장소)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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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 가해자가 실제로 집에 들어왔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들어왔다 1 104        .7 73.8

시도했으나 들어오지는 못했다 2 37         .2 26.2

비해당 -1 14,879   99.1

15,020   100.0 100.0

c7_1 (들어온 경우) 들어온 방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안으로 들어오도록 직접 열어줘서 1 1           .0 1.0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문단속을 하지 않아서) 2 50         .3 48.1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3 8           .1 7.7

문이나 문에 달린 자물쇠를 부수고 4 9           .1 8.7

유리창을 깨거나 방범창을 부수고 5 6           .0 5.8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음 6 26         .2 25.0

그 외의 경우 7 4           .0 3.8

비해당 -1 14,916   99.3

15,020   100.0 100.0

c7_1_1 (들어온 경우) 들어온 방법(구체적)

==> 데이터 참조

c7_2 (들어오지 못한 경우) 가구원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50         .3 35.5

없었다 2 91         .6 64.5

비해당 -1 14,879   99.1

15,020   100.0 100.0

7. 그 사건에서 가해자가 실제로 귀하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습니까?

7-1. 어떻게 들어왔었습니까?

7-1. 어떻게 들어왔었습니까?
⑦ 그 외의 경우 (구체적으로:                                  )

7-2.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에 귀하나 가구원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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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_3 (들어오지 못한 경우) 가구원 누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나 1 22         .1 44.0

나와 가구원들 2 24         .2 48.0

나 이외의 가구원들 3 4           .0 8.0

비해당 -1 14,970   99.7

15,020   100.0 100.0

c8 가해자 무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그렇다 1 9           .1 2.7

아니다 2 190        1.3 57.9

모르겠다 3 129        .9 39.3

비해당 -1 14,692   97.8

15,020   100.0 100.0

c8_11 가해자가 들었던 무기/위험한 물건1: 총(가스총, 모의 총기 포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           .1 100.0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7-3.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8. 그 사건의 가해자는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사용했었습니까?

8-1. 가해자가 들었거나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① 총(가스총, 모의 총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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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_12 가해자가 들었던 무기/위험한 물건2: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5           .0 55.6

그렇다 1 4           .0 44.4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c8_13 가해자가 들었던 무기/위험한 물건3: 유리병, 돌, 몽둥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           .0 44.4

그렇다 1 5           .0 55.6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c8_14 가해자가 들었던 무기/위험한 물건4: 펜치, 드라이버, 줄(밧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           .1 100.0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c8_15 가해자가 들었던 무기/위험한 물건5: 마취제, 독극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           .1 100.0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8-1. 가해자가 들었거나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⑤ 마취제, 독극물

8-1. 가해자가 들었거나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②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등

8-1. 가해자가 들었거나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③ 유리병, 돌, 몽둥이 등

8-1. 가해자가 들었거나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④ 펜치, 드라이버, 줄(밧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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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_16 가해자가 들었던 무기/위험한 물건6: 전기충격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           .1 100.0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c8_17 가해자가 들었던 무기/위험한 물건7: 스프레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           .1 100.0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c8_18 가해자가 들었던 무기/위험한 물건8: 그 외의 물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           .1 100.0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c8_2 가해자가 사용했던 무기/위험한 물건은 미리 준비한 것인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왔었다 1 4           .0 44.4

현장의 것을 사용했었다 2 3           .0 33.3

모르겠다 3 2           .0 22.2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8-1. 가해자가 들었거나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⑥ 전기충격기

8-1. 가해자가 들었거나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⑦ 스프레이

8-1. 가해자가 들었거나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⑧ 그 외의 물건으로

8-2. 가해자가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미리 준비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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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 가해자 공격방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신체 공격을 했다 1 18         .1 5.5

실제로 공격을 안했지만, 폭행하겠다고 위협(협
박)했다

2 23         .2 7.0

신체 공격이나 위협(협박)은 없었다 3 287        1.9 87.5

비해당 -1 14,692   97.8

15,020   100.0 100.0

c101 실제로 일어난 일: 무언가를 몰래 또는 허락 없이 가져갔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46        1.0 50.9

그렇다 1 141        .9 49.1

비해당 -1 14,733   98.1

15,020   100.0 100.0

c102 실제로 일어난 일: 무언가를 훔치려 했거나 훔치겠다고 위협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76        1.8 96.2

그렇다 1 11         .1 3.8

비해당 -1 14,733   98.1

15,020   100.0 100.0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① 무언가를 몰래 또는 허락 없이 가져갔음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② 무언가를 훔치려 했거나 훔치겠다고 위협함

9.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신체적인 공격(성폭력 포함)을 가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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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3 실제로 일어난 일: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말로 괴롭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83        1.9 98.6

그렇다 1 4           .0 1.4

비해당 -1 14,733   98.1

15,020   100.0 100.0

c104 실제로 일어난 일: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하려 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75        1.8 95.8

그렇다 1 12         .1 4.2

비해당 -1 14,733   98.1

15,020   100.0 100.0

c105 실제로 일어난 일: 집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75        1.8 95.8

그렇다 1 12         .1 4.2

비해당 -1 14,733   98.1

15,020   100.0 100.0

c106 실제로 일어난 일: 자동차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76        1.8 96.2

그렇다 1 11         .1 3.8

비해당 -1 14,733   98.1

15,020   100.0 100.0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③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말로 괴롭힘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④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하려 했음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⑤ 집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⑥ 자동차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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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7 실제로 일어난 일: 재물을 파괴했거나 손상을 입혔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76        1.2 61.3

그렇다 1 111        .7 38.7

비해당 -1 14,733   98.1

15,020   100.0 100.0

c108 실제로 일어난 일: 재물을 파괴 손상하려 했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86        1.9 99.7

그렇다 1 1           .0 .3

비해당 -1 14,733   98.1

15,020   100.0 100.0

c109 실제로 일어난 일: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문자, 영상,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86        1.9 99.7

그렇다 1 1           .0 .3

비해당 -1 14,733   98.1

15,020   100.0 100.0

c1010 실제로 일어난 일: 집요하게 뒤따라 다니며 몰래 염캄, 감시, 스토킹을 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87        1.9 100.0

비해당 -1 14,733   98.1

15,020   100.0 100.0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⑦ 재물을 파괴했거나 손상을 입혔음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⑧ 재물을 파괴 손상하려 했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했음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⑨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문자, 영상,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음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⑩ 집요하게 뒤따라 다니며 몰래 염탐, 감시, 스토킹을 했음

65



A1-2015-006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c101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86        1.9 99.7

그렇다 1 1           .0 .3

비해당 -1 14,733   98.1

15,020   100.0 100.0

c1012 실제로 일어난 일: 그 외의 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93        1.3 67.2

그렇다 1 94         .6 32.8

비해당 -1 14,733   98.1

15,020   100.0 100.0

c1012_1 실제로 일어난 일: 그 외의 일(구체적)

==> 데이터 참조

c111 가해자가 행한 위협: 강간하겠다고 말로써 위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1         .1 91.3

그렇다 1 2           .0 8.7

비해당 -1 14,997   99.8

15,020   100.0 100.0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⑫ 그 외의 일 (구체적으로:                     )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① 강간하겠다고 말로써 위협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⑪ 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거나, 비방이나 헛소문을 퍼뜨려 괴롭혔음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⑫ 그 외의 일

실제로 일어난 일: 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거나, 비방이나 헛소문을 퍼뜨려 괴롭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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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2 가해자가 행한 위협: 죽이겠다고 말로써 위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0         .1 87.0

그렇다 1 3           .0 13.0

비해당 -1 14,997   99.8

15,020   100.0 100.0

c113 가해자가 행한 위협: 살해나 강간은 아니지만 폭행을 하겠다고 말로써 위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9         .1 82.6

그렇다 1 4           .0 17.4

비해당 -1 14,997   99.8

15,020   100.0 100.0

c114 가해자가 행한 위협: 강간은 아니지만 다른 성폭력을 하려고 말로써 위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2         .1 95.7

그렇다 1 1           .0 4.3

비해당 -1 14,997   99.8

15,020   100.0 100.0

c115 가해자가 행한 위협: 무력으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9         .1 82.6

그렇다 1 4           .0 17.4

비해당 -1 14,997   99.8

15,020   100.0 100.0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② 죽이겠다고 말로써 위협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③ 살해나 강간은 아니지만 폭행을 하겠다고 말로써 위협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④ 강간은 아니지만 다른 성폭력을 하려고 말로써 위협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⑤ 무력으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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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6 가해자가 행한 위협: 무력은 아니지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3         .2 100.0

비해당 -1 14,997   99.8

15,020   100.0 100.0

c117 가해자가 행한 위협: 칼 등의 흉기를 보여줌으로써 위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2         .1 95.7

그렇다 1 1           .0 4.3

비해당 -1 14,997   99.8

15,020   100.0 100.0

c118 가해자가 행한 위협: 총을 발사했으나 빗나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3         .2 100.0

비해당 -1 14,997   99.8

15,020   100.0 100.0

c119 가해자가 행한 위협: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 공격을 시도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3         .2 100.0

비해당 -1 14,997   99.8

15,020   100.0 100.0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⑥ 무력은 아니지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함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⑦ 칼 등의 흉기를 보여줌으로써 위협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⑧ 총을 발사했으나 빗나감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⑨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 공격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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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10 가해자가 행한 위협: 흉기 이외의 물건으로 신체 공격을 시도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3         .2 100.0

비해당 -1 14,997   99.8

15,020   100.0 100.0

c1111 가해자가 행한 위협: 나에게 물건을 던졌으나 빗나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1         .1 91.3

그렇다 1 2           .0 8.7

비해당 -1 14,997   99.8

15,020   100.0 100.0

c1112 가해자가 행한 위협: 쫓아 오거나 주위를 에워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1         .1 91.3

그렇다 1 2           .0 8.7

비해당 -1 14,997   99.8

15,020   100.0 100.0

c111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9         .1 82.6

그렇다 1 4           .0 17.4

비해당 -1 14,997   99.8

15,020   100.0 100.0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⑫ 뒤쫓아 오거나 주위를 에워쌈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⑬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기, 할퀴기, 발로 차기, 목 조르기, 밀치기, 붙잡기 등을 시도함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⑩ 흉기 이외의 물건으로 신체 공격을 시도함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⑪ 나에게 물건을 던졌으나 빗나감

가해자가 행한 위협: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기, 할퀴기, 발로 차기, 목 조르기, 밀치기, 붙잡기
등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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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14 가해자가 행한 위협: 그 외의 위협(협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8         .1 78.3

그렇다 1 5           .0 21.7

비해당 -1 14,997   99.8

15,020   100.0 100.0

c1114_1 가해자가 행한 위협: 그 외의 위협(협박)(구체적)

==> 데이터 참조

c121 가해가자 행한 행위: 강간을 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8         .1 100.0

비해당 -1 15,002   99.9

15,020   100.0 100.0

c122 가해가자 행한 행위: 강간하려 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8         .1 100.0

비해당 -1 15,002   99.9

15,020   100.0 100.0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⑭ 그 외의 위협(협박)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⑭ 그 외의 위협(협박) (구체적으로:                                   )

12. 신체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① 강간을 했다

12. 신체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② 강간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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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3 가해가자 행한 행위: 강간(미수) 이외의 성폭력을 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8         .1 100.0

비해당 -1 15,002   99.9

15,020   100.0 100.0

c124 가해가자 행한 행위: 총을 발사하려 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8         .1 100.0

비해당 -1 15,002   99.9

15,020   100.0 100.0

c125 가해가자 행한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찔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7         .1 94.4

그렇다 1 1           .0 5.6

비해당 -1 15,002   99.9

15,020   100.0 100.0

c126 가해가자 행한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신체를 공격하려 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8         .1 100.0

비해당 -1 15,002   99.9

15,020   100.0 100.0

12. 신체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③ 강간(미수) 이외의 성폭력을 했다

12. 신체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④ 총을 발사했다

12. 신체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⑤ 칼 등의 흉기로 찔렀다

12. 신체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⑥ 칼 등의 흉기로 신체를 공격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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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7 가해가자 행한 행위: 흉기 이외의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를 공격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8         .1 100.0

비해당 -1 15,002   99.9

15,020   100.0 100.0

c128 가해가자 행한 행위: 흉기 이외의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를 공격하려 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6         .1 88.9

그렇다 1 2           .0 11.1

비해당 -1 15,002   99.9

15,020   100.0 100.0

c129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그렇다 1 18         .1 100.0

비해당 -1 15,002   99.9

15,020   100.0 100.0

c1210 가해가자 행한 행위: 그 외의 행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8         .1 100.0

비해당 -1 15,002   99.9

15,020   100.0 100.0

12. 신체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⑨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기, 할퀴기, 발로 차기, 목 조르기, 밀치기, 붙잡기 등

12. 신체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⑩ 그 외의 행동

12. 신체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⑦ 흉기 이외의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를 공격했다

12. 신체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⑧ 흉기 이외의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를 공격하려 했다

가해가자 행한 행위: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기, 할퀴기, 발로 차기, 목 조르기, 밀치기, 붙잡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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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_1 가해자의 위협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4           .0 22.2

아니오 2 14         .1 77.8

비해당 -1 15,002   99.9

15,020   100.0 100.0

c131 신체피해 여부: 없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8         .1 43.9

그렇다 1 23         .2 56.1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32 신체피해 여부: 강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1         .3 100.0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3. 신체피해

12-1. 실제 폭행이나 성폭력을 하기 전에 가해자가 귀하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을 했습니
까?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① 신체 피해는 없었음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②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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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3 신체피해 여부: 강간미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1         .3 100.0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34 신체피해 여부: 강간(미수) 이외의 다른 성추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0         .3 97.6

그렇다 1 1           .0 2.4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35 신체피해 여부: 칼(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부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9         .3 95.1

그렇다 1 2           .0 4.9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36 신체피해 여부: 총기(모의 총기 포함)에 의한 부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1         .3 100.0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④ 강간(미수) 이외의 다른 성추행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⑤ 칼(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부상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⑥ 총기(모의 총기 포함)에 의한 부상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③ 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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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7 신체피해 여부: 뼈나 이에 금이 가거나 부러짐(신체 골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0         .3 97.6

그렇다 1 1           .0 2.4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38 신체피해 여부: 장기 손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1         .3 100.0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39 신체피해 여부: 기절함(의식 불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1         .3 100.0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310 신체피해 여부: 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할퀴거나 긁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6         .2 63.4

그렇다 1 15         .1 36.6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⑩ 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할퀴거나 긁힘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⑦ 뼈나 이에 금이 가거나 부러짐(신체 골절)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⑧ 장기 손상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⑨ 기절함(의식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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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11 신체피해 여부: 그 외의 피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0         .3 97.6

그렇다 1 1           .0 2.4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311_1 신체피해 여부: 그 외의 피해(구체적)

==> 데이터 참조

c141 신체피해 치료병원: 개인병원이나 한의원, 보건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0         .3 97.6

그렇다 1 1           .0 2.4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42 신체피해 치료병원: 종합병원, 병원 응급센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0         .3 97.6

그렇다 1 1           .0 2.4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⑪ 그 외의 피해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⑪ 그 외의 피해(구체적으로 :                )

14. 그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했습니까?
① 개인병원이나 한의원, 보건소

14. 그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했습니까?
② 종합병원·병원 응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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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3 신체피해 치료병원: 의료적 처치를 받은 적 없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3         .2 80.5

그렇다 1 8           .1 19.5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44 신체피해 치료병원: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9         .3 95.1

그렇다 1 2           .0 4.9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45 신체피해 치료병원: 집에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5         .2 85.4

그렇다 1 6           .0 14.6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46 신체피해 치료병원: 학교, 직장 등의 의무실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1         .3 100.0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14. 그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했습니까?
④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14. 그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했습니까?
⑤ 집에서

14. 그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했습니까?
⑥ 학교·직장 등의 의무실 등

14. 그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했습니까?
③ 의료적 처치를 받은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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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7 신체피해 치료병원: 그 외의 곳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1         .3 100.0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4_1 치료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3           .0 16.7

아니오 2 15         .1 83.3

비해당 -1 15,002   99.9

15,020   100.0 100.0

c14_2 입원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1           .0 33.3

아니오 2 2           .0 66.7

비해당 -1 15,017   100.0

15,020   100.0 100.0

c14_2_1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7 일 7 1           .0 100.0

비해당 -1 15,019   100.0

15,020   100.0 100.0

14-2.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을 했습니까?
① 예 →  _________ 일

14. 그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했습니까?
⑦ 그 외의 곳

14-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14-2.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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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_3 의료비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0만원 .0 11         .1 61.1

3 천원 .3 1           .0 5.6

5 천원 .5 3           .0 16.7

5 만원 5.0 1           .0 5.6

10 만원 10.0 1           .0 5.6

200 만원 200.0 1           .0 5.6

비해당 -1.0 15,002   99.9

15,020   100.0 100.0

c14_4 일상생활 손실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1           .0 5.6

없었다 2 17         .1 94.4

비해당 -1 15,002   99.9

15,020   100.0 100.0

c14_4_1 (손실있었던 경우) 일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20 일 120 1           .0 100.0

비해당 -1 15,019   100.0

15,020   100.0 100.0

14-3. 그 사건으로 지불한 의료비는 총 얼마였습니까? (※ 약 구입, 물리치료 등 포함)

14-4. 그 사건으로 입은 신체 피해(상해)로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
나, 영업 활동이나 가사를 하지 못하는 등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14-4. 그 사건으로 입은 신체 피해(상해)로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
나, 영업 활동이나 가사를 하지 못하는 등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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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_5 가해자로부터 보상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일부 받았다 2 1           .0 5.6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3 1           .0 5.6

요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4 1           .0 5.6

요구하지 않았다 5 15         .1 83.3

비해당 -1 15,002   99.9

15,020   100.0 100.0

c14_5_1 (일부 보상받은 경우) 전체의 %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70% 70.00 1           .0 100.0

비해당 -1.00 15,019   100.0

15,020   100.0 100.0

c15 피해자의 대응: 사건 당시 음주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그렇다 1 7           .0 17.1

아니다 2 32         .2 78.0

모르겠다 3 2           .0 4.9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4. 피해자의 대응

15.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귀하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까?

14-5. 그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신체 피해(상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습니까?

14-5. 그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신체 피해(상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습니까?
② 일부 받았다 (전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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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 피해자의 대응: 가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20         .1 48.8

없었다 2 20         .1 48.8

모르겠다 3 1           .0 2.4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6_1 피해자의 대응: 사건 당시 피해자 외에 상해를 입은 사람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9           .1 45.0

없었다 2 11         .1 55.0

비해당 -1 15,000   99.9

15,020   100.0 100.0

c16_1_1 피해자의 대응: 사건 당시 피해자 외에 상해를 입은 사람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명 1 3           .0 33.3

2 명 2 4           .0 44.4

4 명 4 1           .0 11.1

7 명 7 1           .0 11.1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16.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귀하와 가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만 14세 미만 아동은 제외)이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까?

16-1. 그 사건이 발생할 때, 귀하와 같이 있던 사람 중 상해를 입거나, 상해 위협을 받거나,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16-1. 그 사건이 발생할 때, 귀하와 같이 있던 사람 중 상해를 입거나, 상해 위협을 받거나,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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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 피해자의 대응: 함께 있던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21         .1 51.2

아니오 2 20         .1 48.8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7_11 (노력한 경우) 대처행동1: 무기 등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대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1         .1 100.0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c17_12 (노력한 경우) 대처행동2: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9         .1 90.5

그렇다 1 2           .0 9.5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c17_13 (노력한 경우) 대처행동3: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4         .1 66.7

그렇다 1 7           .0 33.3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17-1.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②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

17-1.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③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

17. 그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습
니까?

17-1.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① 무기 등(물건)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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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_14 (노력한 경우) 대처행동4: 협상, 애원, 설득 등 가해자에게 사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4         .1 66.7

그렇다 1 7           .0 33.3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c17_15 (노력한 경우) 대처행동5: 탈출이나 도망을 하거나 시도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1         .1 100.0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c17_16 (노력한 경우) 대처행동6: 경찰,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9         .1 90.5

그렇다 1 2           .0 9.5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c17_17 (노력한 경우) 대처행동7: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1         .1 100.0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17-1.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④ 협상, 애원, 설득 등 가해자에게 사정

17-1.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⑤ 탈출이나 도망을 하거나 시도함

17-1.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⑥ 경찰,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

17-1.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⑦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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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_18 (노력한 경우) 대처행동8: 숨거나(숨기거나) 회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7         .1 81.0

그렇다 1 4           .0 19.0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c17_19 (노력한 경우) 대처행동9: 그 외의 행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9         .1 90.5

그렇다 1 2           .0 9.5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c17_19_1 (노력한 경우) 대처행동9: 그 외의 행동(구체적)

==> 데이터 참조

c17_2 무기 사용이나 신체 공격을 먼저 한 사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가해자 2 2           .0 100.0

비해당 -1 15,018   100.0

15,020   100.0 100.0

17-1.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⑧ 숨거나(숨기거나) 회피

17-1.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⑨ 그 외의 행동

17-1.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⑨ 그 외의 행동(구체적으로 :           )

17-2. 무기 사용이나 신체 공격을 먼저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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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_3 그 사건에서 신체 피해(상해)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6           .0 28.6

아니오 2 15         .1 71.4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c17_4 대응 행동은 신체 피해(상해)를 입기 전에 한 것인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신체 피해(상해) 입은 후 2 4           .0 66.7

신체 피해(상해) 발생과 동시에 3 1           .0 16.7

모르겠음 5 1           .0 16.7

비해당 -1 15,014   100.0

15,020   100.0 100.0

c17_51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행동의 영향1: 더 큰 상처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8           .1 38.1

그렇다 1 13         .1 61.9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17-5.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더 큰 상처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음

17-3.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은 그 사건에서 신체 피해(상해)를 입었습니까?

17-4.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은 신체 피해(상해)를 입기 전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후에 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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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_52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행동의 영향2: 가해자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9         .1 90.5

그렇다 1 2           .0 9.5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c17_53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행동의 영향3: 탈출하거나 도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0         .1 95.2

그렇다 1 1           .0 4.8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c17_54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행동의 영향4: 상황을 악화시켜, 실제 상해나 재산 피해가 더 컸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1         .1 100.0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c17_55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행동의 영향5: 상황을 악화시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았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1         .1 100.0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17-5.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가해자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음

17-5.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탈출하거나 도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17-5.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④ 상황을 악화시켜, 실제 상해나 재산 피해가 더 컸음

17-5.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상황을 악화시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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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_56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행동의 영향6: 가해자가 더 공격적, 폭력적이 되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9         .1 90.5

그렇다 1 2           .0 9.5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c17_57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행동의 영향7: 모르겠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6         .1 76.2

그렇다 1 5           .0 23.8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c17_58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행동의 영향8: 그 외의 영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1         .1 100.0

비해당 -1 14,999   99.9

15,020   100.0 100.0

17-5.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⑦ 모르겠음

17-5.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⑧ 그 외의 영향

17-5.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⑥ 가해자가 더 공격적, 폭력적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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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_1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11        .7 84.1

그렇다 1 21         .1 15.9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c18_1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25        .8 94.7

그렇다 1 7           .0 5.3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c18_1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9         .5 59.8

그렇다 1 53         .4 40.2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5. 재산 피해

18-1. 그 사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③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18-1. 그 사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18-1. 그 사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②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속임(사기) 피해 경험1: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과, 가족 등을 사칭하
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속임(사기) 피해 경험2: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
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속임(사기) 피해 경험3: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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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_14 속임(사기) 피해 경험4: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재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17        .8 88.6

그렇다 1 15         .1 11.4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c18_15 속임(사기) 피해 경험5: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25        .8 94.7

그렇다 1 7           .0 5.3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c18_1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20        .8 90.9

그렇다 1 12         .1 9.1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18-1. 그 사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④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18-1. 그 사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⑤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18-1. 그 사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⑥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속임(사기) 피해 경험6: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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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_17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28        .9 97.0

그렇다 1 4           .0 3.0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c18_18 속임(사기) 피해 경험8: 그 외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19        .8 90.2

그렇다 1 13         .1 9.8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c18_18_1 속임(사기) 피해 경험8: 구체적

==> 데이터 참조

c18_21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수법1: 방송, 신문을 통한 (허위)광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31        .9 99.2

그렇다 1 1           .0 .8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18-1. 그 사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⑧ 그 외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구체적으로:                        )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방송·신문을 통한 (허위)광고

18-1. 그 사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⑦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18-1. 그 사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⑧ 그 외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속임(사기) 피해 경험7: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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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_22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수법2: 전단지나 거리에서의 (허위)광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31        .9 99.2

그렇다 1 1           .0 .8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c18_23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수법3: 전화(허위)광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26        .8 95.5

그렇다 1 6           .0 4.5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c18_24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수법4: 보이스 피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11        .7 84.1

그렇다 1 21         .1 15.9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c18_25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수법5: 사기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26        .8 95.5

그렇다 1 6           .0 4.5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② 전단지나 거리에서의 (허위)광고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③ 전화(허위)광고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④ 보이스 피싱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⑤ 사기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91



A1-2015-006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c18_26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수법6: 인터넷 쇼핑사이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8        .7 81.8

그렇다 1 24         .2 18.2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c18_27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수법7: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29        .9 97.7

그렇다 1 3           .0 2.3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c18_28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수법8: 그럴듯한 말솜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62         .4 47.0

그렇다 1 70         .5 53.0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c18_29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수법9: 제3자나 전문가 등의 보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32        .9 100.0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⑥ 인터넷 쇼핑사이트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⑦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⑧ 그럴듯한 말솜씨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⑨ 제3자나 전문가 등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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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_210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수법10: 범인과 공모한 가짜 고객들을 동원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31        .9 99.2

그렇다 1 1           .0 .8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c18_211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수법11: 그 외의 수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27        .8 96.2

그렇다 1 5           .0 3.8

비해당 -1 14,888   99.1

15,020   100.0 100.0

c18_211_1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수법11: 그 외의 수단(구체적)

==> 데이터 참조

c19 그 사건에서 재산 피해(상해)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226        1.5 53.4

피해당할 뻔했음 2 21         .1 5.0

아니요 3 176        1.2 41.6

비해당 -1 14,597   97.2

15,020   100.0 100.0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⑪ 그 외의 수단(구체적으로 :                )

19. 그 사건에서 귀하 또는 가구원의 물건이나 재산을 도둑맞았거나 빼앗겼습니까?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⑩ 범인과 공모한 가짜 고객들을 동원함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⑪ 그 외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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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_1 재산 피해 사실 인지 시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피해 발생 당시 1 129        .9 57.1

1일 이내 2 77         .5 34.1

2~3일 이내 3 8           .1 3.5

1주 이내 4 6           .0 2.7

2주 이내 5 1           .0 .4

1개월 이후에 7 5           .0 2.2

비해당 -1 14,794   98.5

15,020   100.0 100.0

c19_21 재산 피해 경험1: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82        1.2 80.5

그렇다 1 44         .3 19.5

비해당 -1 14,794   98.5

15,020   100.0 100.0

c19_22 재산 피해 경험2: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19        1.5 96.9

그렇다 1 7           .0 3.1

비해당 -1 14,794   98.5

15,020   100.0 100.0

19-1. 귀하는 피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19-2.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19-2.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②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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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_23 재산 피해 경험3: 현금, 수표, 상품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50        1.0 66.4

그렇다 1 76         .5 33.6

비해당 -1 14,794   98.5

15,020   100.0 100.0

c19_24 재산 피해 경험4: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11        1.4 93.4

그렇다 1 15         .1 6.6

비해당 -1 14,794   98.5

15,020   100.0 100.0

c19_25 재산 피해 경험5: 지갑, 핸드백, 가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88        1.3 83.2

그렇다 1 38         .3 16.8

비해당 -1 14,794   98.5

15,020   100.0 100.0

c19_26 재산 피해 경험6: 개인 휴대 물품(휴대전화, 노트북,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98        1.3 87.6

그렇다 1 28         .2 12.4

비해당 -1 14,794   98.5

15,020   100.0 100.0

19-2.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⑤ 지갑, 핸드백, 가방

19-2.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⑥ 개인 휴대 물품(휴대전화, 노트북,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19-2.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③ 현금, 수표, 상품권 등

19-2.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④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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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_27 재산 피해 경험7: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휠 캡, 위성라디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20        1.5 97.3

그렇다 1 6           .0 2.7

비해당 -1 14,794   98.5

15,020   100.0 100.0

c19_28 재산 피해 경험8: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23        1.5 98.7

그렇다 1 3           .0 1.3

비해당 -1 14,794   98.5

15,020   100.0 100.0

c19_29 재산 피해 경험9: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98        1.3 87.6

그렇다 1 28         .2 12.4

비해당 -1 14,794   98.5

15,020   100.0 100.0

c19_210 재산 피해 경험10: 그 외의 피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93        1.3 85.4

그렇다 1 33         .2 14.6

비해당 -1 14,794   98.5

15,020   100.0 100.0

19-2.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⑦ 자동차 부품 (내비게이션, 타이어휠 캡, 위성라디오 등)

19-2.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⑧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19-2.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⑨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19-2.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⑩ 그 외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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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_210_1 재산 피해 경험10: 그 외의 피해(구체적)

==> 데이터 참조

c19_3 (자전거/차량 피해인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넘겨주었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2 52         .3 100.0

비해당 -1 14,968   99.7

15,020   100.0 100.0

c19_4 가해자가 응답자와 직접 접촉후 가져갔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그렇다 1 41         .3 18.1

아니다 2 185        1.2 81.9

비해당 -1 14,794   98.5

15,020   100.0 100.0

c19_51 직접 접촉후 피해경험1: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0         .3 97.6

그렇다 1 1           .0 2.4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19-2.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⑩ 그 외의 피해 (구체적으로:                   )

19-3. 자전거나 차량 피해를 당했다면, 귀하가 직접 가해자에게 자전거나 차량을 사용하라고
넘겨준 것입니까?

19-4.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와 직접 접촉하여(예를 들어, 귀하의 지갑, 손, 옷 등에서) 무
언가를 가져갔습니까?

19-5.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①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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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_52 직접 접촉후 피해경험2: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1         .3 100.0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9_53 직접 접촉후 피해경험3: 현금, 수표, 상품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8         .1 43.9

그렇다 1 23         .2 56.1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9_54 직접 접촉후 피해경험4: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4         .2 82.9

그렇다 1 7           .0 17.1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9_55 직접 접촉후 피해경험5: 지갑, 핸드백, 가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1         .1 51.2

그렇다 1 20         .1 48.8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19-5.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④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19-5.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⑤ 지갑, 핸드백, 가방

19-5.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②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19-5.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③ 현금, 수표, 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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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_56 직접 접촉후 피해경험6: 개인 휴대 물품(휴대전화, 노트북,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8         .3 92.7

그렇다 1 3           .0 7.3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9_57 직접 접촉후 피해경험7: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휠 캡, 위성라디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1         .3 100.0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9_58 직접 접촉후 피해경험8: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1         .3 100.0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9_59 직접 접촉후 피해경험9: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7         .2 90.2

그렇다 1 4           .0 9.8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19-5.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⑥ 개인 휴대 물품(휴대전화, 노트북,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19-5.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⑦ 자동차 부품 (내비게이션, 타이어휠 캡, 위성라디오 등)

19-5.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⑧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19-5.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⑨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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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_510 직접 접촉후 피해경험10: 그 외의 피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0         .3 97.6

그렇다 1 1           .0 2.4

비해당 -1 14,979   99.7

15,020   100.0 100.0

c19_6 그 사건에서 피해 입은 물건 가격/돈 있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_____만원 1 316        2.1 88.3

모르겠다 2 42         .3 11.7

비해당 -1 14,662   97.6

15,020   100.0 100.0

c19_6_1 그 사건에서 피해 입은 물건 가격/돈 액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4 만원 .4 1           .0 .3

.5 만원 .5 3           .0 .9

.6 만원 .6 1           .0 .3

1.0 만원 1.0 3           .0 .9

1.5 만원 1.5 2           .0 .6

2.0 만원 2.0 5           .0 1.6

3.0 만원 3.0 8           .1 2.5

3.5 만원 3.5 1           .0 .3

4.0 만원 4.0 2           .0 .6

4.3 만원 4.3 1           .0 .3

5.0 만원 5.0 9           .1 2.8

6.0 만원 6.0 1           .0 .3

19-5.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⑩ 그 외의 피해

19-6.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그 사건에서 피해 입은 물건 가격이나 돈은 얼마입니까?

19-6.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그 사건에서 피해 입은 물건 가격이나 돈은 얼마입니까?
 ① _________________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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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만원 7.0 3           .0 .9

8.0 만원 8.0 5           .0 1.6

9.0 만원 9.0 3           .0 .9

10.0 만원 10.0 46         .3 14.6

11.0 만원 11.0 1           .0 .3

12.0 만원 12.0 1           .0 .3

14.0 만원 14.0 2           .0 .6

15.0 만원 15.0 17         .1 5.4

16.0 만원 16.0 2           .0 .6

17.0 만원 17.0 2           .0 .6

18.0 만원 18.0 3           .0 .9

20.0 만원 20.0 29         .2 9.2

21.0 만원 21.0 1           .0 .3

25.0 만원 25.0 7           .0 2.2

30.0 만원 30.0 23         .2 7.3

34.0 만원 34.0 1           .0 .3

35.0 만원 35.0 4           .0 1.3

37.0 만원 37.0 1           .0 .3

40.0 만원 40.0 8           .1 2.5

45.0 만원 45.0 1           .0 .3

50.0 만원 50.0 16         .1 5.1

60.0 만원 60.0 9           .1 2.8

70.0 만원 70.0 3           .0 .9

80.0 만원 80.0 7           .0 2.2

90.0 만원 90.0 1           .0 .3

98.0 만원 98.0 1           .0 .3

100.0 만원 100.0 20         .1 6.3

120.0 만원 120.0 1           .0 .3

130.0 만원 130.0 2           .0 .6

140.0 만원 140.0 1           .0 .3

150.0 만원 150.0 7           .0 2.2

160.0 만원 160.0 1           .0 .3

170.0 만원 170.0 1           .0 .3

200.0 만원 200.0 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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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만원 250.0 1           .0 .3

300.0 만원 300.0 7           .0 2.2

350.0 만원 350.0 1           .0 .3

380.0 만원 380.0 1           .0 .3

400.0 만원 400.0 2           .0 .6

450.0 만원 450.0 1           .0 .3

500.0 만원 500.0 7           .0 2.2

600.0 만원 600.0 1           .0 .3

800.0 만원 800.0 1           .0 .3

1000.0 만원 1000.0 9           .1 2.8

1100.0 만원 1100.0 1           .0 .3

1200.0 만원 1200.0 1           .0 .3

2000.0 만원 2000.0 3           .0 .9

3000.0 만원 3000.0 1           .0 .3

4000.0 만원 4000.0 2           .0 .6

10000.0 만원 10000.0 1           .0 .3

비해당 -1.0 14,704   97.9

15,020   100.0 100.0

c19_7 그 사건에서 피해 입은 물건/돈을 되찾았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모두 되찾았다 1 8           .1 2.2

일부 되찾았다 2 11         .1 3.1

전혀 되찾지 못했다 3 339        2.3 94.7

비해당 -1 14,662   97.6

15,020   100.0 100.0

19-7. 그 사건에서 피해 입은 물건이나 돈을 되찾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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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_8 그 사건으로 가구원 외에도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 있었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32         .2 8.9

있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다 2 13         .1 3.6

없었다 3 262        1.7 73.2

모르겠다 4 51         .3 14.2

비해당 -1 14,662   97.6

15,020   100.0 100.0

c19_8_1 그 사건으로 가구원 외에도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명 1 22         .1 68.8

2 명 2 3           .0 9.4

3 명 3 1           .0 3.1

4 명 4 1           .0 3.1

7 명 7 2           .0 6.3

20 명 20 2           .0 6.3

50 명 50 1           .0 3.1

비해당 -1 14,988   99.8

15,020   100.0 100.0

c201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 손상 여부1: 차량(및 부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21        2.1 75.9

그렇다 1 102        .7 24.1

비해당 -1 14,597   97.2

15,020   100.0 100.0

20. 그 사건으로 귀하 또는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이 손상(파손)되었습니까?
① 차량(및 부품)

19-8. 그 사건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구원 이외에도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19-8. 그 사건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구원 이외에도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__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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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2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 손상 여부2: 주택의 창문, 자물쇠, 출입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99        2.7 94.3

그렇다 1 24         .2 5.7

비해당 -1 14,597   97.2

15,020   100.0 100.0

c203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 손상 여부3: 정원(나무, 관목, 울타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21        2.8 99.5

그렇다 1 2           .0 .5

비해당 -1 14,597   97.2

15,020   100.0 100.0

c204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 손상 여부4: 가구, 가전 등 가정용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21        2.8 99.5

그렇다 1 2           .0 .5

비해당 -1 14,597   97.2

15,020   100.0 100.0

c205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 손상 여부5: 의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21        2.8 99.5

그렇다 1 2           .0 .5

비해당 -1 14,597   97.2

15,020   100.0 100.0

20. 그 사건으로 귀하 또는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이 손상(파손)되었습니까?
② 주택의 창문, 자물쇠, 출입문

20. 그 사건으로 귀하 또는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이 손상(파손)되었습니까?
③ 정원(나무, 관목, 울타리)

20. 그 사건으로 귀하 또는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이 손상(파손)되었습니까?
④ 가구, 가전 등 가정용품

20. 그 사건으로 귀하 또는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이 손상(파손)되었습니까?
⑤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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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6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 손상 여부6: 그 외의 물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13        2.7 97.6

그렇다 1 10         .1 2.4

비해당 -1 14,597   97.2

15,020   100.0 100.0

c206_1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 손상 여부6: 그 외의 물건 (구체적)

==> 데이터 참조

c207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 손상 여부7: 없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41        .9 25.4

그렇다 1 414        2.8 74.6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c20_1 보험회사에 신고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27         .2 26.5

아니오 2 75         .5 73.5

비해당 -1 14,918   99.3

15,020   100.0 100.0

20. 그 사건으로 귀하 또는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이 손상(파손)되었습니까?
⑥ 그 외의 물건

20. 그 사건으로 귀하 또는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이 손상(파손)되었습니까?
⑥ 그 외의 물건(구체적으로:                         )

20. 그 사건으로 귀하 또는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이 손상(파손)되었습니까?
⑦ 없었음

20-1. 보험회사에 신고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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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_2 그 사건으로 손상(파손)된 물건의 수리비/재구입 가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_만 원 1 100        .7 70.9

모르겠다 2 41         .3 29.1

비해당 -1 14,879   99.1

15,020   100.0 100.0

c20_2_1 그 사건으로 손상(파손)된 물건의 수리비/재구입 가격 액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5 만원 .5 1           .0 1.0

.7 만원 .7 1           .0 1.0

1.0 만원 1.0 2           .0 2.0

1.5 만원 1.5 1           .0 1.0

2.0 만원 2.0 2           .0 2.0

5.0 만원 5.0 7           .0 7.0

6.0 만원 6.0 1           .0 1.0

8.0 만원 8.0 1           .0 1.0

10.0 만원 10.0 13         .1 13.0

15.0 만원 15.0 7           .0 7.0

20.0 만원 20.0 14         .1 14.0

24.0 만원 24.0 1           .0 1.0

25.0 만원 25.0 3           .0 3.0

30.0 만원 30.0 13         .1 13.0

35.0 만원 35.0 1           .0 1.0

40.0 만원 40.0 8           .1 8.0

45.0 만원 45.0 1           .0 1.0

50.0 만원 50.0 13         .1 13.0

52.0 만원 52.0 1           .0 1.0

60.0 만원 60.0 3           .0 3.0

70.0 만원 70.0 1           .0 1.0

20-2.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그 사건으로 손상(파손)된 물건의 수리비(수리 가능한 경우) 또
는 재구입 가격(수리 불가능한 경우)은 얼마입니까?

20-2.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그 사건으로 손상(파손)된 물건의 수리비(수리 가능한 경우) 또
는 재구입 가격(수리 불가능한 경우)은 얼마입니까?
①  __________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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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만원 80.0 1           .0 1.0

100.0 만원 100.0 1           .0 1.0

120.0 만원 120.0 1           .0 1.0

230.0 만원 230.0 1           .0 1.0

300.0 만원 300.0 1           .0 1.0

비해당 -1.0 14,920   99.3

15,020   100.0 100.0

c20_3 가해자에게 손상(파손)된 물건에 대한 피해 배상 받았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부 받았다 1 12         .1 8.5

일부 받았다 2 1           .0 .7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3 2           .0 1.4

요구하지 않았다 5 126        .8 89.4

비해당 -1 14,879   99.1

15,020   100.0 100.0

c20_3_1 (일부 받은 경우) 전체 몇 %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50% 50 1           .0 100.0

비해당 -1 15,019   100.0

15,020   100.0 100.0

c20_4 손상(파손)당한 물건을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했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그렇다 1 92         .6 65.2

아니다 2 49         .3 34.8

비해당 -1 14,879   99.1

15,020   100.0 100.0

20-3. 귀하는 가해자로부터 손상(파손)된 물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습니까?

20-3. 귀하는 가해자로부터 손상(파손)된 물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습니까?
② 일부 받았다(전체의 _______ %)

20-4. 손상(파손)당한 물건을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했습니까?

107



A1-2015-006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c20_4_1 손상(파손)당한 물건을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하는데 걸린 기간(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일 1 38         .3 41.3

2 일 2 18         .1 19.6

3 일 3 15         .1 16.3

4 일 4 6           .0 6.5

5 일 5 1           .0 1.1

6 일 6 1           .0 1.1

7 일 7 8           .1 8.7

10 일 10 1           .0 1.1

15 일 15 1           .0 1.1

20 일 20 1           .0 1.1

30 일 30 2           .0 2.2

비해당 -1 14,928   99.4

15,020   100.0 100.0

c211 정신적 피해 유무1: 우울감(무력감, 자신감 상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237        1.6 42.7

없었다 2 318        2.1 57.3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6. 정신적 피해

20-4. 손상(파손)당한 물건을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했습니까?
① 그렇다 → 수리하거나 새로 사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____일

21. 그 사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1)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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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2 정신적 피해 유무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103        .7 18.6

없었다 2 452        3.0 81.4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c213 정신적 피해 유무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195        1.3 35.1

없었다 2 360        2.4 64.9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c214 정신적 피해 유무4: 불면증, 악몽, 환철 두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141        .9 25.4

없었다 2 414        2.8 74.6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c215 정신적 피해 유무5: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81         .5 14.6

없었다 2 474        3.2 85.4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21. 그 사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21. 그 사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21. 그 사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5)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21. 그 사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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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6 정신적 피해 유무6: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16         .1 2.9

없었다 2 539        3.6 97.1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c217 정신적 피해 유무7: 자살 충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6           .0 1.1

없었다 2 549        3.7 98.9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c218 정신적 피해 유무8: 자살 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4           .0 .7

없었다 2 551        3.7 99.3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c219 정신적 피해 유무9: 그 외의 고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20         .1 3.6

없었다 2 535        3.6 96.4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21. 그 사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9) 그 외의 고통

21. 그 사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6)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21. 그 사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7) 자살 충동

21. 그 사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8) 자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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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9_1 정신적 피해 유무9: 그외의 고통(구체적)

==> 데이터 참조

c21_1 그 사건으로 생긴 정서장애로 일상생활 손실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20         .1 3.6

없었다 2 535        3.6 96.4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c21_1_1 그 사건으로 생긴 정서장애로 일상생활 손실 일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일 1 3           .0 15.0

2 일 2 4           .0 20.0

3 일 3 2           .0 10.0

5 일 5 3           .0 15.0

10 일 10 2           .0 10.0

15 일 15 1           .0 5.0

30 일 30 1           .0 5.0

60 일 60 3           .0 15.0

120 일 120 1           .0 5.0

비해당 -1 15,000   99.9

15,020   100.0 100.0

21. 그 사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9) 그 외의 고통(구체적으로:                         )

21-1.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
가를 내거나 영업활동이나 가사를 못하는 등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21-1.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
가를 내거나 영업활동이나 가사를 못하는 등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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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_2 그 사건으로 상담/진료 받은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4           .0 .7

없었다 2 551        3.7 99.3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c21_2_1 (상담과 진료 받은 경우) 기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3 일 3 1           .0 25.0

5 일 5 1           .0 25.0

10 일 10 1           .0 25.0

15 일 15 1           .0 25.0

비해당 -1 15,016   100.0

15,020   100.0 100.0

c21_2_2 (상담과 진료 받은 경우) 비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00 만원 1.00 1           .0 25.0

6.00 만원 6.00 1           .0 25.0

15.00 만원 15.00 1           .0 25.0

200.00 만원 200.00 1           .0 25.0

비해당 -1.00 15,016   100.0

15,020   100.0 100.0

21-2.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신경정신과 등에
서 진료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2) 상담과 진료 비용   ________ 만원

21-2.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신경정신과 등에
서 진료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21-2.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신경정신과 등에
서 진료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 상담과 진료 기간   ________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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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1 사건 전후 감정 변화1: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낮아졌다 1 18         .1 3.2

낮아진 편이다 2 113        .8 20.4

변화없다 3 371        2.5 66.8

높아진 편이다 4 50         .3 9.0

매우 높아졌다 5 3           .0 .5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c222 사건 전후 감정 변화2: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낮아졌다 1 13         .1 2.3

낮아진 편이다 2 86         .6 15.5

변화없다 3 426        2.8 76.8

높아진 편이다 4 30         .2 5.4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c223 사건 전후 감정 변화3: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낮아졌다 1 87         .6 15.7

낮아진 편이다 2 277        1.8 49.9

변화없다 3 178        1.2 32.1

높아진 편이다 4 13         .1 2.3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22.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귀하의 감정 변화와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
택해 주십시오.
1)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22.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귀하의 감정 변화와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
택해 주십시오.
2)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

22.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귀하의 감정 변화와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
택해 주십시오.
3)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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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4 사건 전후 감정 변화4: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낮아졌다 1 22         .1 4.0

낮아진 편이다 2 132        .9 23.8

변화없다 3 379        2.5 68.3

높아진 편이다 4 20         .1 3.6

매우 높아졌다 5 2           .0 .4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c225 사건 전후 감정 변화5: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낮아졌다 1 18         .1 3.2

낮아진 편이다 2 113        .8 20.4

변화없다 3 408        2.7 73.5

높아진 편이다 4 16         .1 2.9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c23 그 사건 가해자 인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204        1.4 36.8

아니오 2 351        2.3 63.2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7. 가해자의 특성

23. 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무언가를(예를 들어, 가해자 수,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었는지
늙었는지 등) 알았습니까?

22.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귀하의 감정 변화와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
택해 주십시오.
4)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22.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귀하의 감정 변화와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
택해 주십시오.
5)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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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_1 (가해자 인지) 인지 경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내가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 1 172        1.1 84.3

현장을 본 가족이 알려줘서 2 5           .0 2.5

가족 이외 목격자가 알려줘서 3 13         .1 6.4

경찰이 알려줘서 4 9           .1 4.4

그 외의 경우 5 5           .0 2.5

비해당 -1 14,816   98.6

15,020   100.0 100.0

c23_1_1 (가해자 인지) 인지 경로(구체적)

==> 데이터 참조

c23_2 (가해자 인지) 가해자 소속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개인(들) 1 192        1.3 94.1

기업이나 상점 2 11         .1 5.4

공공기관 3 1           .0 .5

비해당 -1 14,816   98.6

15,020   100.0 100.0

c23_3 (가해자 인지) 가해자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명 1 159        1.1 82.8

2 명 2 15         .1 7.8

3 명 3 9           .1 4.7

23-1.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23-1.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⑤ 그 외의 경우(구체적으로 :                  )

23-2. 그 사건의 가해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23-3. 그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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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 4 6           .0 3.1

5 명 5 1           .0 .5

6 명 6 1           .0 .5

10 명 10 1           .0 .5

비해당 -1 14,828   98.7

15,020   100.0 100.0

c23_4 (가해자 인지) 가해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남자 1 136        .9 70.8

여자 2 46         .3 24.0

남녀 모두 3 10         .1 5.2

비해당 -1 14,828   98.7

15,020   100.0 100.0

c23_51 (가해자 인지) 가해자 연령: 12세 미만(아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92        1.3 100.0

비해당 -1 14,828   98.7

15,020   100.0 100.0

c23_52 (가해자 인지) 가해자 연령: 10대 중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84        1.2 95.8

그렇다 1 8           .1 4.2

비해당 -1 14,828   98.7

15,020   100.0 100.0

23-5.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① 12세 미만(아동)

23-5.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② 10대 중반

23-4. 그 사건의 가해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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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_53 (가해자 인지) 가해자 연령: 10대 후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78        1.2 92.7

그렇다 1 14         .1 7.3

비해당 -1 14,828   98.7

15,020   100.0 100.0

c23_54 (가해자 인지) 가해자 연령: 20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75        1.2 91.1

그렇다 1 17         .1 8.9

비해당 -1 14,828   98.7

15,020   100.0 100.0

c23_55 (가해자 인지) 가해자 연령: 30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59        1.1 82.8

그렇다 1 33         .2 17.2

비해당 -1 14,828   98.7

15,020   100.0 100.0

c23_56 (가해자 인지) 가해자 연령: 40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39        .9 72.4

그렇다 1 53         .4 27.6

비해당 -1 14,828   98.7

15,020   100.0 100.0

23-5.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③ 10대 후반

23-5.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④ 20대

23-5.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⑤ 30대

23-5.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⑥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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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_57 (가해자 인지) 가해자 연령: 50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50        1.0 78.1

그렇다 1 42         .3 21.9

비해당 -1 14,828   98.7

15,020   100.0 100.0

c23_58 (가해자 인지) 가해자 연령: 60대 이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77        1.2 92.2

그렇다 1 15         .1 7.8

비해당 -1 14,828   98.7

15,020   100.0 100.0

c23_59 (가해자 인지) 가해자 연령: 모르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75        1.2 91.1

그렇다 1 17         .1 8.9

비해당 -1 14,828   98.7

15,020   100.0 100.0

c23_6 (가해자 인지) 가해자 음주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그렇다 1 27         .2 14.1

아니다 2 126        .8 65.6

모르겠다 3 39         .3 20.3

23-5.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⑦ 50대

23-5.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⑧ 60대 이상

23-5.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⑨ 모르겠다

23-6. 그 사건 당시 가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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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 -1 14,828   98.7

15,020   100.0 100.0

c23_7_11 (가해자 인지) 관계: 친인척(가족 포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그렇다 1 9           .1 100.0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c23_7_12 (가해자 인지) 관계: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그렇다 1 78         .5 100.0

비해당 -1 14,942   99.5

15,020   100.0 100.0

c23_7_13 (가해자 인지) 관계: 전혀 모르는 사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그렇다 1 105        .7 100.0

비해당 -1 14,915   99.3

15,020   100.0 100.0

c23_7_21 (가해자 인지) 관계: 남편, 아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8           .1 88.9

그렇다 1 1           .0 11.1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1. 관계
③ 전혀 모르는 사람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2. 구체적 관계
① 친인척(가족 포함)- ① 남편/아내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1. 관계
① 친인척(가족 포함)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1. 관계
②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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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_7_22 (가해자 인지) 관계: (조)부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8           .1 88.9

그렇다 1 1           .0 11.1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c23_7_23 (가해자 인지) 관계: (손)자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           .1 100.0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c23_7_24 (가해자 인지) 관계: 형제, 자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6           .0 66.7

그렇다 1 3           .0 33.3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c23_7_25 (가해자 인지) 관계: 전남편, 전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8           .1 88.9

그렇다 1 1           .0 11.1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2. 구체적 관계
① 친인척(가족 포함)- ② (조)부모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2. 구체적 관계
① 친인척(가족 포함)- ③ (손)자녀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2. 구체적 관계
① 친인척(가족 포함)- ④ 형제/자매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2. 구체적 관계
① 친인척(가족 포함)- ⑤ 전남편/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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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_7_26 (가해자 인지) 관계: 기타 친인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6           .0 66.7

그렇다 1 3           .0 33.3

비해당 -1 15,011   99.9

15,020   100.0 100.0

c23_7_27 (가해자 인지) 관계: 친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59         .4 75.6

그렇다 1 19         .1 24.4

비해당 -1 14,942   99.5

15,020   100.0 100.0

c23_7_28 (가해자 인지) 관계: 애인(전 애인 포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8         .5 100.0

비해당 -1 14,942   99.5

15,020   100.0 100.0

c23_7_29 (가해자 인지) 관계: 학교 선후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0         .5 89.7

그렇다 1 8           .1 10.3

비해당 -1 14,942   99.5

15,020   100.0 100.0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2. 구체적 관계
① 친인척(가족 포함)- ⑥ 기타 친인척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2. 구체적 관계
②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⑦ 친구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2. 구체적 관계
②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⑧ 애인(전 애인 포함)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2. 구체적 관계
②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⑨ 학교 선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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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_7_210 (가해자 인지) 관계: 직장, 동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69         .5 88.5

그렇다 1 9           .1 11.5

비해당 -1 14,942   99.5

15,020   100.0 100.0

c23_7_211 (가해자 인지) 관계: 직장 상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6         .5 97.4

그렇다 1 2           .0 2.6

비해당 -1 14,942   99.5

15,020   100.0 100.0

c23_7_212 (가해자 인지) 관계: 거래하던 사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3         .5 93.6

그렇다 1 5           .0 6.4

비해당 -1 14,942   99.5

15,020   100.0 100.0

c23_7_213 (가해자 인지) 관계: 잘 아는 이웃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50         .3 64.1

그렇다 1 28         .2 35.9

비해당 -1 14,942   99.5

15,020   100.0 100.0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2. 구체적 관계
②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⑫ 거래하던 사람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2. 구체적 관계
②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⑬ 잘 아는 이웃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2. 구체적 관계
②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⑩ 직장 동료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2. 구체적 관계
②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⑪ 직장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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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_7_214 (가해자 인지) 관계: 얼굴만 아는 사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1         .5 91.0

그렇다 1 7           .0 9.0

비해당 -1 14,942   99.5

15,020   100.0 100.0

c24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신고 했다 1 123        .8 22.2

신고하지 않았다 2 432        2.9 77.8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c24_11 경찰에 신고한 이유: 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1 45         .3 36.6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2 42         .3 34.1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3 18         .1 14.6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4 1           .0 .8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5 15         .1 12.2

그 외의 이유 6 2           .0 1.6

비해당 -1 14,897   99.2

15,020   100.0 100.0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2. 구체적 관계
②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⑭ 얼굴만 아는 사람

24. 귀하는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24-1.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8.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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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4_12 경찰에 신고한 이유: 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1 32         .2 26.0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2 35         .2 28.5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3 32         .2 26.0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4 3           .0 2.4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5 19         .1 15.4

그 외의 이유 6 2           .0 1.6

비해당 -1 14,897   99.2

15,020   100.0 100.0

c24_1_1 그 외의 이유(구체적으로)

==> 데이터 참조

c24_2 경찰 신고후 경찰의 조치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107        .7 87.0

아니오 2 16         .1 13.0

비해당 -1 14,897   99.2

15,020   100.0 100.0

c24_31 경찰의 조치1: 전화로 피해 상활을 확인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2         .5 67.3

그렇다 1 35         .2 32.7

비해당 -1 14,913   99.3

15,020   100.0 100.0

24-1.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⑥ 그 외의 이유(구체적으로:                             )

24-2. 귀하가 신고한 후, 경찰은 조치를 했습니까?

24-3. 귀하가 신고한 후, 경찰은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
시오.
①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24-1.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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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4_32 경찰의 조치2: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5         .2 32.7

그렇다 1 72         .5 67.3

비해당 -1 14,913   99.3

15,020   100.0 100.0

c24_33 경찰의 조치3: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86         .6 80.4

그렇다 1 21         .1 19.6

비해당 -1 14,913   99.3

15,020   100.0 100.0

c24_34 경찰의 조치4: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5         .6 88.8

그렇다 1 12         .1 11.2

비해당 -1 14,913   99.3

15,020   100.0 100.0

c24_4 경찰이 신고한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제공했다 1 78         .5 63.4

제공하지 않았다 2 45         .3 36.6

비해당 -1 14,897   99.2

15,020   100.0 100.0

24-4. 경찰은 귀하가 신고한 사건이 언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
습니까?

24-3. 귀하가 신고한 후, 경찰은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
시오.
②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

24-3. 귀하가 신고한 후, 경찰은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
시오.
③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24-3. 귀하가 신고한 후, 경찰은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
시오.
④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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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4_5 신고 이후, 경찰의 사건처리과정 이해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1 16         .1 20.5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2 37         .2 47.4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3 11         .1 14.1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4 12         .1 15.4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5 2           .0 2.6

비해당 -1 14,942   99.5

15,020   100.0 100.0

c24_6 신고 이후 경찰의 조치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했다 1 8           .1 6.5

약간 만족했다 2 27         .2 22.0

보통이다 3 39         .3 31.7

약간 불만족했다 4 24         .2 19.5

매우 불만족했다 5 25         .2 20.3

비해당 -1 14,897   99.2

15,020   100.0 100.0

c24_7 가해자 검거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모두 검거했다 1 20         .1 16.3

일부를 검거했다 2 2           .0 1.6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 3 80         .5 65.0

모르겠다 4 21         .1 17.1

비해당 -1 14,897   99.2

15,020   100.0 100.0

24-5. 귀하는 경찰로부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
까?

24-6. 신고 이후, 경찰의 조치에 만족했습니까?

24-7.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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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4_8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49         .3 39.8

없었다 2 74         .5 60.2

비해당 -1 14,897   99.2

15,020   100.0 100.0

c24_81_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기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일 1 33         .2 67.3

2 일 2 4           .0 8.2

3 일 3 4           .0 8.2

5 일 5 1           .0 2.0

7 일 7 1           .0 2.0

10 일 10 3           .0 6.1

15 일 15 1           .0 2.0

20 일 20 1           .0 2.0

30 일 30 1           .0 2.0

비해당 -1 14,971   99.7

15,020   100.0 100.0

c24_82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18         .1 14.6

없었다 2 105        .7 85.4

비해당 -1 14,897   99.2

15,020   100.0 100.0

24-8. 그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는 직장일, 가사, 또는 학교 공부 등에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2)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24-8. 그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는 직장일, 가사, 또는 학교 공부 등에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24-8. 그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는 직장일, 가사, 또는 학교 공부 등에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있었다    _____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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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4_82_1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기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일 1 9           .1 50.0

2 일 2 2           .0 11.1

3 일 3 1           .0 5.6

4 일 4 2           .0 11.1

5 일 5 1           .0 5.6

10 일 10 1           .0 5.6

15 일 15 1           .0 5.6

100 일 100 1           .0 5.6

비해당 -1 15,002   99.9

15,020   100.0 100.0

c24_8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었다 1 12         .1 9.8

없었다 2 111        .7 90.2

비해당 -1 14,897   99.2

15,020   100.0 100.0

c24_83_1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기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일 1 6           .0 50.0

2 일 2 2           .0 16.7

3 일 3 2           .0 16.7

30 일 30 1           .0 8.3

24-8. 그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는 직장일, 가사, 또는 학교 공부 등에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2)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있었다    ________일

24-8. 그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는 직장일, 가사, 또는 학교 공부 등에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24-8. 그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는 직장일, 가사, 또는 학교 공부 등에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있었다    _____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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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일 100 1           .0 8.3

비해당 -1 15,008   99.9

15,020   100.0 100.0

c24_91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1 182        1.2 42.1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2 37         .2 8.6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3 97         .6 22.5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해서

4 31         .2 7.2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귀찮
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5 28         .2 6.5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 6 28         .2 6.5

보복이 두려워서 7 10         .1 2.3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8 15         .1 3.5

그 외의 이유 9 4           .0 .9

비해당 -1 14,588   97.1

15,020   100.0 100.0

c24_92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1 75         .5 17.4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2 57         .4 13.2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3 81         .5 18.8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해서

4 59         .4 13.7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귀찮
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5 78         .5 18.1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 6 24         .2 5.6

보복이 두려워서 7 8           .1 1.9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8 14         .1 3.2

그 외의 이유 9 36         .2 8.3

비해당 -1 14,588   97.1

24-9.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4-9.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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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   100.0 100.0

c24_9_1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구체적

==> 데이터 참조

cre1 범죄유형 소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대인강도 1 5           .0 .9

주거침입강도 2 2           .0 .4

상해폭행 3 13         .1 2.3

무상해폭행 4 15         .1 2.7

강간 5 2           .0 .4

성추행 6 16         .1 2.9

(아는사람에의한) 괴롭힘 7 4           .0 .7

대인절도 8 125        .8 22.5

주거침입절도 9 98         .7 17.7

자동차(부품)절도 10 13         .1 2.3

사기 11 132        .9 23.8

주거침입손괴 12 6           .0 1.1

자동차(부품)손괴 13 97         .6 17.5

단순손괴 14 10         .1 1.8

단순주거침입 15 17         .1 3.1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24-9.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⑨ 그 외의 이유(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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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2 범죄유형 중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강도 1 7           .0 1.3

폭행 2 28         .2 5.0

성폭력 3 18         .1 3.2

(아는사람에의한) 괴롭힘 4 4           .0 .7

절도 5 236        1.6 42.5

사기 6 132        .9 23.8

손괴 7 113        .8 20.4

기타 8 17         .1 3.1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cre3 범죄유형 대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폭력피해 1 57         .4 10.3

재산피해 2 498        3.3 89.7

비해당 -1 14,465   96.3

15,020   100.0 100.0

cre4 피해발생시도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서울특별시 1 82         .5 14.5

부산광역시 2 37         .2 6.5

대구광역시 3 18         .1 3.2

인천광역시 4 43         .3 7.6

광주광역시 5 21         .1 3.7

대전광역시 6 31         .2 5.5

울산광역시 7 25         .2 4.4

경기도 8 75         .5 13.3

강원도 9 30         .2 5.3

충청북도 10 24         .2 4.2

충청남도 11 36         .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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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12 25         .2 4.4

전라남도 13 30         .2 5.3

경상북도 14 30         .2 5.3

경상남도 15 39         .3 6.9

제주특별자치도 16 20         .1 3.5

비해당 -1 14,454   96.2

15,02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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