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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가구수입 앞으로 1년 전년도 대비 전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증가할 것이다 1 369 24.6 24.6

감소할 것이다 2 353 23.5 23.5

변화가 없을 것이다 3 738 49.1 49.1

모름/무응답 8 40 2.7 2.7

응답 거절 9 2 0.1 0.1

1,502 100.0 100.0

q2 현 시점에서 가구주택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구입하기 좋은 때이다 1 334 22.2 22.2

확실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2 586 39.0 39.0

구입하기 좋은 때가 아니다 3 397 26.4 26.4

모름/무응답 8 183 12.2 12.2

응답 거절 9 2 0.1 0.1

1,502 100.0 100.0

q3 앞으로 3개월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좋아질 것이다 1 449 29.9 29.9

변화 없을 것이다 2 736 49.0 49.0

나빠질 것이다 3 245 16.3 16.3

모름/무응답 8 71 4.7 4.7

응답 거절 9 1 0.1 0.1

1,502 100.0 100.0

문 1) 앞으로 1년 동안    ⃝⃝   ⃝⃝ 님 댁의 수입은 지난 1년과 비교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아니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2)  (보기카드 14 제시)
 현 시점에서의 주택 구입에 대한    ⃝⃝   ⃝⃝님의 견해는 다음 중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
니까?

문 3)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변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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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 신뢰점수

값

유효합계 1,409

최소값 1

최대값 10

평균 4.9 점

표준편차 2.313

q5 우리나라 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점수

값

유효합계 1,437

최소값 1

최대값 10

평균 6.24 점

표준편차 2.055

q6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점수

값

유효합계 1,261

최소값 1

최대값 10

평균 4.71 점

표준편차 2.015

문 6) 그럼 ,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문 4)    ⃝⃝   ⃝⃝님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문 5) 그럼, ‘우리나라 은행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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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a 지난 3개월동안 경제위기로 인한 경험 유무1: 스트레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한 적 있다 1 839 55.9 55.9

경험한 적 없다 2 634 42.2 42.2

해당없음 7 24 1.6 1.6

모름 8 4 0.3 0.3

응답거절 9 1 0.1 0.1

1,502 100.0 100.0

q7b 지난 3개월동안 경제위기로 인한 경험 유무2: 불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한 적 있다 1 523 34.8 34.8

경험한 적 없다 2 945 62.9 62.9

해당없음 7 29 1.9 1.9

모름 8 4 0.3 0.3

응답거절 9 1 0.1 0.1

1,502 100.0 100.0

q7c 지난 3개월동안 경제위기로 인한 경험 유무3: 불면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한 적 있다 1 244 16.2 16.2

경험한 적 없다 2 1,209 80.5 80.5

해당없음 7 46 3.1 3.1

모름 8 2 0.1 0.1

응답거절 9 1 0.1 0.1

1,502 100.0 100.0

문 7) 현재의 경제 위기가 시작된 후에 ○○ 님께서는 스트레스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 7) 현재의 경제 위기가 시작된 후에 ○○님께서는 불안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 7) 현재의 경제 위기가 시작된 후에 ○○님께서는 불면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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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d 지난 3개월동안 경제위기로 인한 경험 유무4: 우울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한 적 있다 1 164 10.9 10.9

경험한 적 없다 2 1,283 85.4 85.4

해당없음 7 49 3.3 3.3

모름 8 4 0.3 0.3

응답거절 9 2 0.1 0.1

1,502 100.0 100.0

q8 신종플루에 대한 걱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걱정하지 않음 1 264 17.6 17.6

약간 걱정함 2 532 35.4 35.4

상당히 걱정함 3 299 19.9 19.9

매우 걱정함 4 405 27.0 27.0

모름/무응답 9 2 0.1 0.1

1,502 100.0 100.0

q9 신종플루 사태에 대해 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 1 14 0.9 0.9

동의하는 편 2 254 16.9 16.9

어느쪽도 아님 3 233 15.5 15.5

동의하지 않는 편 4 650 43.3 43.3

전혀 동의하지 않음 5 314 20.9 20.9

모름/무응답 9 37 2.5 2.5

1,502 100.0 100.0

문 8)   ⃝⃝   ⃝⃝님께서는 신종 플루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문 9)   ⃝⃝   ⃝⃝님께서는 ‘우리나라는 신종 플루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대비가 잘 되
어있다’는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 7) 현재의 경제 위기가 시작된 후에 ○○님께서는 우울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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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29 세 1 286 19.0 19.0

30 대 2 365 24.3 24.3

40 대 3 338 22.5 22.5

50 대 4 261 17.4 17.4

60세 이상 5 252 16.8 16.8

1,502 100.0 100.0

sex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753 50.1 50.1

여자 2 749 49.9 49.9

1,502 100.0 100.0

ara 조사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323 21.5 21.5

인천／경기 2 421 28.0 28.0

강원 3 48 3.2 3.2

대전／충청 4 151 10.1 10.1

광주／전라 5 155 10.3 10.3

대구／경북 6 164 10.9 10.9

부산/울산/경남 7 240 16.0 16.0

1,502 100.0 100.0

SQ 4) 연령대

성    별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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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 조사지역 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도시 1 712 47.4 47.4

중소도시 2 683 45.5 45.5

읍/면 3 107 7.1 7.1

1,502 100.0 100.0

job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농/수/축산업 1 38 2.5 2.5

자영업 2 262 17.4 17.4

블루칼라 3 325 21.6 21.6

화이트칼라 4 259 17.2 17.2

가정주부 5 400 26.6 26.6

학생 6 108 7.2 7.2

무직／기타 7 110 7.3 7.3

1,502 100.0 100.0

edc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졸이하 1 251 16.7 16.7

고졸 2 660 43.9 43.9

대재이상 3 583 38.8 38.8

모름／무응답 9 8 0.5 0.5

1,502 100.0 100.0

지역크기

SQ 6)   ⃝⃝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D 2) 실례지만,    ⃝⃝   ⃝⃝님은 실례지만 최종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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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 응답자 종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불교 1 389 25.9 25.9

개신교 2 351 23.4 23.4

천주교 3 131 8.7 8.7

기타 4 12 0.8 0.8

무교 5 619 41.2 41.2

1,502 100.0 100.0

inc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9만원 이하 1 302 20.1 20.1

200∼299만원 2 361 24.0 24.0

300∼399만원 3 438 29.2 29.2

400만원 이상 4 384 25.6 25.6

모름／무응답 99 17 1.1 1.1

1,502 100.0 100.0

D 3)   ⃝⃝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D 4)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
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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