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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072
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type 본인/부모 설문 구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본인설문 1 2,777     88.3 88.3

부모설문 2 369        11.7 11.7

3,146     100.0 100.0

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1,682     53.5 53.5

여자 2 1,464     46.5 46.5

3,146     100.0 100.0

q2 응답자 연령

==> 데이터 참조

q2_re 응답자 연령(리코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대 미만 1 218        6.9 6.9

10대 2 585        18.6 18.6

20대 3 636        20.2 20.2

30대 4 723        23.0 23.0

40대 5 606        19.3 19.3

50대 이상 6 378        12.0 12.0

3,146     100.0 100.0

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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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072
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q2_1 [본인용] 응답자 학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학교 1학년 4 15          .5 3.5

중학교 2학년 5 50          1.6 11.5

중학교 3학년 6 59          1.9 13.6

고등학교 1학년 7 82          2.6 18.9

고등학교 2학년 8 101        3.2 23.3

고등학교 3학년 9 77          2.4 17.7

고등학교 중퇴 12 1           .0 .2

고등학교 졸업 13 8           .3 1.8

대학생 14 41          1.3 9.4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2,712     86.2

3,146     100.0 100.0

q3 [부모용] 결혼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혼 1 359        11.4 97.3

기타(사별, 이혼 등) 3 10          .3 2.7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2,777     88.3

3,146     100.0 100.0

q3_1 [부모용] 자녀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명 2 59          1.9 16.0

2명 3 266        8.5 72.1

3명 이상 4 44          1.4 11.9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2,777     88.3

3,14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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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072
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q4 인터넷 이용 빈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일 1 2,431     77.3 77.3

주 3-6회 2 508        16.1 16.1

주 1-2회 3 164        5.2 5.2

월 2-3회 사용 4 43          1.4 1.4

3,146     100.0 100.0

q5_1 인터넷 이용시간-주중(시간)

값

유효합계 3,146

최소값 0.0

최대값 100.0

평균 10961

표준편차 10.7259

q5_2 인터넷 이용시간-주중(분)

값

유효합계 3,146

최소값 0.0

최대값 55.0

평균 10.029

표준편차 14.7405

Q4. 귀하의 평균적인 인터넷 이용시간(무선 인터넷 포함)은 얼마나 되십니까?
주중 하루 평균

Q3. 귀하는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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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072
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q5_3 인터넷 이용시간-주말(시간)

값

유효합계 3,146

최소값 0.0

최대값 40.0

평균 5.119

표준편차 4.8518

q5_4 인터넷 이용시간-주말(분)

값

유효합계 3,146

최소값 0.0

최대값 52.0

평균 4.649

표준편차 10.7141

q7 인터넷 이용 시간_리코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시간 미만 1 99          3.1 3.1

1~3시간 미만 2 156        5.0 5.0

3~7시간 미만 3 505        16.1 16.1

7~14시간 미만 4 838        26.6 26.6

14~21시간 미만 5 729        23.2 23.2

21~35시간 미만 6 609        19.4 19.4

35시간 이상 7 210        6.7 6.7

3,146     100.0 100.0

Q4. 귀하의 평균적인 인터넷 이용시간(무선 인터넷 포함)은 얼마나 되십니까?
주말 하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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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072
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a1 가구 내 인터넷 활용 형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집에서 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을 하고 있다 1 3,051     97.0 97.0

집에서 전화접속을 통해 인터넷을 하고 있다 2 94          3.0 3.0

집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른다 3 1           .0 .0

3,146     100.0 100.0

a2_1 미디어 이용 행태1: TV 시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6        8.5 8.5

그렇다 1 2,880     91.5 91.5

3,146     100.0 100.0

a2_2 미디어 이용 행태2: 라디오 청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033     64.6 64.6

그렇다 1 1,113     35.4 35.4

3,146     100.0 100.0

a2_3 미디어 이용 행태3: 휴대전화 사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12        13.1 13.1

그렇다 1 2,734     86.9 86.9

3,146     100.0 100.0

a2_4 미디어 이용 행태4: 유선전화 사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397     44.4 44.4

그렇다 1 1,749     55.6 55.6

3,146     100.0 100.0

A1. 귀하는 개인적으로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까?

A2. 귀하는 다음의 미디어 활동 가운데, 정기적(적어도 주 1회)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모
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선택 가능)

5



A1-2009-0072
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a2_5 미디어 이용 행태5: 컴퓨터, 노트북을 통한 인터넷 사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7          2.1 2.1

그렇다 1 3,079     97.9 97.9

3,146     100.0 100.0

a2_6 미디어 이용 행태6: 신문, 잡지 구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795     57.1 57.1

그렇다 1 1,351     42.9 42.9

3,146     100.0 100.0

a2_7 미디어 이용 행태7: 비디오, DVD 시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339     74.3 74.3

그렇다 1 807        25.7 25.7

3,146     100.0 100.0

a2_8 미디어 이용 행태8: 콘솔, 컴퓨터 게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141     68.1 68.1

그렇다 1 1,005     31.9 31.9

3,146     100.0 100.0

a2_9 미디어 이용 행태9: mp3 등 음악감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577     50.1 50.1

그렇다 1 1,569     49.9 49.9

3,146     100.0 100.0

a2_10 미디어 이용 행태10: cd 플레이어 등 음악감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525     80.3 80.3

그렇다 1 621        19.7 19.7

3,14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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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072
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a2_11 미디어 이용 행태11: 없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146     100.0 100.0

a2_12 미디어 이용 행태12: 모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146     100.0 100.0

a3_1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1: 이메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42        17.2 17.2

그렇다 1 2,604     82.8 82.8

3,146     100.0 100.0

a3_2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2: 인터넷 전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62     84.6 84.6

그렇다 1 484        15.4 15.4

3,146     100.0 100.0

a3_3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3: 인스턴트 메시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598     82.6 82.6

그렇다 1 548        17.4 17.4

3,146     100.0 100.0

a3_4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4: 인터넷 쇼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723        23.0 23.0

그렇다 1 2,423     77.0 77.0

3,146     100.0 100.0

A3. 귀하는 귀하의 집에서 인터넷 연결을 통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에 대하여, 아래 항목
을 보시고 해당하는 활동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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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072
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a3_5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5: 인터넷 뱅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380     43.9 43.9

그렇다 1 1,766     56.1 56.1

3,146     100.0 100.0

a3_6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6: 오디오 콘텐츠 감상 및 다운로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979     62.9 62.9

그렇다 1 1,167     37.1 37.1

3,146     100.0 100.0

a3_7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7: 단편비디오 감상 및 다운로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091     66.5 66.5

그렇다 1 1,055     33.5 33.5

3,146     100.0 100.0

a3_8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8: 장편비디오 감상 및 다운로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009     63.9 63.9

그렇다 1 1,137     36.1 36.1

3,146     100.0 100.0

a3_9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9: 웹사이트에 사진 업로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167     68.9 68.9

그렇다 1 979        31.1 31.1

3,146     100.0 100.0

a3_10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10: 웹사이트에 비디오 콘텐츠 업로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49     90.6 90.6

그렇다 1 297        9.4 9.4

3,14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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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072
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a3_11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11: 도박, 주식거래, 옥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485     79.0 79.0

그렇다 1 661        21.0 21.0

3,146     100.0 100.0

a3_12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12: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이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40     90.3 90.3

그렇다 1 306        9.7 9.7

3,146     100.0 100.0

a3_13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13: 라디오 청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73     85.0 85.0

그렇다 1 473        15.0 15.0

3,146     100.0 100.0

a3_14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14: TV 시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999     63.5 63.5

그렇다 1 1,147     36.5 36.5

3,146     100.0 100.0

a3_15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15: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비디오 시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249     71.5 71.5

그렇다 1 897        28.5 28.5

3,146     100.0 100.0

a3_16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16: VoIP 서비스를 이용한 인터넷 전화 통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009     95.6 95.6

그렇다 1 137        4.4 4.4

3,14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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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072
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a3_17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17: 없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094     98.3 98.3

그렇다 1 52          1.7 1.7

3,146     100.0 100.0

a3_18 가구 내 인터넷 활동 행태18: 모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141     99.8 99.8

그렇다 1 5           .2 .2

3,146     100.0 100.0

a4_1 휴대전화 활동 행태1: 전화통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61        14.7 14.7

그렇다 1 2,685     85.3 85.3

3,146     100.0 100.0

a4_2 휴대전화 활동 행태2: FM 라디오 청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923     92.9 92.9

그렇다 1 223        7.1 7.1

3,146     100.0 100.0

a4_3 휴대전화 활동 행태3: MP3 기능을 통한 음악감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802     57.3 57.3

그렇다 1 1,344     42.7 42.7

3,146     100.0 100.0

A4. 귀하는 귀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아래 항목을 보시고 해
당하는 활동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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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a4_4 휴대전화 활동 행태4: 팟캐스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093     98.3 98.3

그렇다 1 53          1.7 1.7

3,146     100.0 100.0

a4_5 휴대전화 활동 행태5: 게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580     50.2 50.2

그렇다 1 1,566     49.8 49.8

3,146     100.0 100.0

a4_6 휴대전화 활동 행태6: 카메라 이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796        25.3 25.3

그렇다 1 2,350     74.7 74.7

3,146     100.0 100.0

a4_7 휴대전화 활동 행태7: 인터넷에 사진, 비디오 업로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773     88.1 88.1

그렇다 1 373        11.9 11.9

3,146     100.0 100.0

a4_8 휴대전화 활동 행태8: 단문메세지 서비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977        31.1 31.1

그렇다 1 2,169     68.9 68.9

3,146     100.0 100.0

a4_9 휴대전화 활동 행태9: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967     94.3 94.3

그렇다 1 179        5.7 5.7

3,14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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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a4_10 휴대전화 활동 행태10: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포토메시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172     69.0 69.0

그렇다 1 974        31.0 31.0

3,146     100.0 100.0

a4_11 휴대전화 활동 행태11: 어플이나 프로그램 다운로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952     93.8 93.8

그렇다 1 194        6.2 6.2

3,146     100.0 100.0

a4_12 휴대전화 활동 행태12: 이메일 송수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41     90.3 90.3

그렇다 1 305        9.7 9.7

3,146     100.0 100.0

a4_13 휴대전화 활동 행태13: 인터넷 접속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401     76.3 76.3

그렇다 1 745        23.7 23.7

3,146     100.0 100.0

a4_14 휴대전화 활동 행태14: 비디오 클립 송수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094     98.3 98.3

그렇다 1 52          1.7 1.7

3,146     100.0 100.0

a4_15 휴대전화 활동 행태15: 비디오 클립 기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072     97.6 97.6

그렇다 1 74          2.4 2.4

3,14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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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a4_16 휴대전화 활동 행태16: 새로운 비디오 클립 다운로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089     98.2 98.2

그렇다 1 57          1.8 1.8

3,146     100.0 100.0

a4_17 휴대전화 활동 행태17: 비디오 스트리밍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047     96.9 96.9

그렇다 1 99          3.1 3.1

3,146     100.0 100.0

a4_18 휴대전화 활동 행태18: 모바일 화상전화 서비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57     84.5 84.5

그렇다 1 489        15.5 15.5

3,146     100.0 100.0

a4_19 휴대전화 활동 행태19: TV 스트리밍, 라이브 TV 시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540     80.7 80.7

그렇다 1 606        19.3 19.3

3,146     100.0 100.0

a4_20 휴대전화 활동 행태20: GPS 이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036     96.5 96.5

그렇다 1 110        3.5 3.5

3,146     100.0 100.0

a4_21 휴대전화 활동 행태21: 없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125     99.3 99.3

그렇다 1 21          .7 .7

3,14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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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a4_22 휴대전화 활동 행태22: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077     97.8 97.8

그렇다 1 69          2.2 2.2

3,146     100.0 100.0

a4_23 휴대전화 활동 행태23: 모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141     99.8 99.8

그렇다 1 5           .2 .2

3,146     100.0 100.0

b1_1 최근 3개월내 개인 일상생활 활동1: 직장생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고 있음 1 1,802     57.3 57.3

하지 않음 2 1,344     42.7 42.7

3,146     100.0 100.0

b1_2 최근 3개월내 개인 일상생활 활동2: 구직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고 있음 1 574        18.2 18.2

하지 않음 2 2,572     81.8 81.8

3,146     100.0 100.0

b1_3 최근 3개월내 개인 일상생활 활동3: 소비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고 있음 1 2,740     87.1 87.1

하지 않음 2 406        12.9 12.9

3,146     100.0 100.0

B. 귀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① 직장생활 (회사업무, 아르바이트 포함)

B. 귀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② 구직 활동

B. 귀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③ 물품구매 및 쇼핑 등 소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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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b1_4 최근 3개월내 개인 일상생활 활동4: 판매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고 있음 1 611        19.4 19.4

하지 않음 2 2,535     80.6 80.6

3,146     100.0 100.0

b1_5 최근 3개월내 개인 일상생활 활동5: 금융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고 있음 1 2,386     75.8 75.8

하지 않음 2 760        24.2 24.2

3,146     100.0 100.0

b1_6 최근 3개월내 개인 일상생활 활동6: 정규학습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고 있음 1 1,143     36.3 36.3

하지 않음 2 2,003     63.7 63.7

3,146     100.0 100.0

b1_7 최근 3개월내 개인 일상생활 활동7: 평생학습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고 있음 1 1,157     36.8 36.8

하지 않음 2 1,989     63.2 63.2

3,146     100.0 100.0

B. 귀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⑦ 학원, 문화강좌, 직업훈련 등 평생학습활동

B. 귀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④ 소득 목적이 아닌 물품 및 제품 등을 처분하는 판매 활동

B. 귀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⑤ 은행업무(입/출금 및 대출 업무)와 주식 등 금융활동

B. 귀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⑥ 초중고등 및 대학교 등 정규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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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8 최근 3개월내 개인 일상생활 활동8: 인간관계 유지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고 있음 1 2,832     90.0 90.0

하지 않음 2 314        10.0 10.0

3,146     100.0 100.0

b1_9 최근 3개월내 개인 일상생활 활동9: 사교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고 있음 1 1,922     61.1 61.1

하지 않음 2 1,224     38.9 38.9

3,146     100.0 100.0

b1_10 최근 3개월내 개인 일상생활 활동10: 게임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고 있음 1 1,926     61.2 61.2

하지 않음 2 1,220     38.8 38.8

3,146     100.0 100.0

b1_11 최근 3개월내 개인 일상생활 활동11: 엔터테인먼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고 있음 1 2,263     71.9 71.9

하지 않음 2 883        28.1 28.1

3,146     100.0 100.0

B. 귀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⑧ 인간관계 유지활동

B. 귀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⑨ 새로운 만남 등 사교활동

B. 귀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⑩ 게임 활동

B. 귀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⑪ 엔터테인먼트(문화활동, 레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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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12 최근 3개월내 개인 일상생활 활동12: 휴식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고 있음 1 2,727     86.7 86.7

하지 않음 2 419        13.3 13.3

3,146     100.0 100.0

b1_13 최근 3개월내 개인 일상생활 활동13: 시사정보 청취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고 있음 1 2,650     84.2 84.2

하지 않음 2 496        15.8 15.8

3,146     100.0 100.0

b1_14 최근 3개월내 개인 일상생활 활동14: 촛불집회, 환경운동 등 사회적 참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고 있음 1 288        9.2 9.2

하지 않음 2 2,858     90.8 90.8

3,146     100.0 100.0

b1_15 최근 3개월내 개인 일상생활 활동15: 공공서비스 관련 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하고 있음 1 986        31.3 31.3

하지 않음 2 2,160     68.7 68.7

3,146     100.0 100.0

B. 귀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⑫ 책읽기 등 개인적인 휴식활동

B. 귀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⑬ 신문, 잡지, 방송 등의 시사정보 청취 활동

B. 귀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⑭ 촛불집회, 환경운동 등 사회적 참여

B. 귀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⑮ 민원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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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1: 일, 업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943     61.8 61.8

그렇다 1 1,203     38.2 38.2

3,146     100.0 100.0

c1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2: 구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740     87.1 87.1

그렇다 1 406        12.9 12.9

3,146     100.0 100.0

c1_3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3: 인터넷쇼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92        22.0 22.0

그렇다 1 2,454     78.0 78.0

3,146     100.0 100.0

c1_4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4: 인터넷판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11     89.4 89.4

그렇다 1 335        10.6 10.6

3,146     100.0 100.0

c1_5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5: 인터넷금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255     39.9 39.9

그렇다 1 1,891     60.1 60.1

3,146     100.0 100.0

C1. 최근 3개월 동안, 인터넷을 통해 하신 활동들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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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_6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6: 정규학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289     72.8 72.8

그렇다 1 857        27.2 27.2

3,146     100.0 100.0

c1_7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7: 평새학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512     79.8 79.8

그렇다 1 634        20.2 20.2

3,146     100.0 100.0

c1_8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8: 인간관계 유지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426     45.3 45.3

그렇다 1 1,720     54.7 54.7

3,146     100.0 100.0

c1_9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9: 새로운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340     74.4 74.4

그렇다 1 806        25.6 25.6

3,146     100.0 100.0

c1_10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10: 게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524     48.4 48.4

그렇다 1 1,622     51.6 51.6

3,146     100.0 100.0

c1_1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11: 엔터테인먼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346     42.8 42.8

그렇다 1 1,800     57.2 57.2

3,14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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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_1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12: 개인휴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532     48.7 48.7

그렇다 1 1,614     51.3 51.3

3,146     100.0 100.0

c1_13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13: 시사정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277     40.6 40.6

그렇다 1 1,869     59.4 59.4

3,146     100.0 100.0

c1_14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14: 사회참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986     94.9 94.9

그렇다 1 160        5.1 5.1

3,146     100.0 100.0

c1_15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15: 전자정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38     83.9 83.9

그렇다 1 508        16.1 16.1

3,14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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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이용빈도1: 일, 업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1회 미만 1 95          3.0 7.9

월 1~3회 2 182        5.8 15.1

주 1~3회 3 238        7.6 19.8

주 4~6회 4 205        6.5 17.0

매일 1회 이상 5 350        11.1 29.1

하루 종일 로그인 상태 6 133        4.2 11.1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1,943     61.8

3,146     100.0 100.0

c2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이용빈도2: 구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1회 미만 1 56          1.8 13.8

월 1~3회 2 105        3.3 25.9

주 1~3회 3 115        3.7 28.3

주 4~6회 4 57          1.8 14.0

매일 1회 이상 5 72          2.3 17.7

하루 종일 로그인 상태 6 1           .0 .2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2,740     87.1

3,146     100.0 100.0

c2_3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이용빈도3: 인터넷쇼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1회 미만 1 460        14.6 18.7

월 1~3회 2 1,172     37.3 47.8

주 1~3회 3 598        19.0 24.4

주 4~6회 4 116        3.7 4.7

매일 1회 이상 5 98          3.1 4.0

하루 종일 로그인 상태 6 10          .3 .4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692        22.0

3,146     100.0 100.0

C2. D1에서 체크해 주신 인터넷 활동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는지 다음 보기를 보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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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4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이용빈도4: 인터넷판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1회 미만 1 158        5.0 47.2

월 1~3회 2 104        3.3 31.0

주 1~3회 3 46          1.5 13.7

주 4~6회 4 14          .4 4.2

매일 1회 이상 5 11          .3 3.3

하루 종일 로그인 상태 6 2           .1 .6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2,811     89.4

3,146     100.0 100.0

c2_5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이용빈도5: 인터넷금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1회 미만 1 104        3.3 5.5

월 1~3회 2 639        20.3 33.8

주 1~3회 3 746        23.7 39.5

주 4~6회 4 236        7.5 12.5

매일 1회 이상 5 154        4.9 8.1

하루 종일 로그인 상태 6 12          .4 .6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1,255     39.9

3,146     100.0 100.0

c2_6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이용빈도6: 정규학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1회 미만 1 39          1.2 4.6

월 1~3회 2 159        5.1 18.6

주 1~3회 3 315        10.0 36.8

주 4~6회 4 169        5.4 19.7

매일 1회 이상 5 168        5.3 19.6

하루 종일 로그인 상태 6 7           .2 .8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2,289     72.8

3,14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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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7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이용빈도7: 평새학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1회 미만 1 50          1.6 7.9

월 1~3회 2 149        4.7 23.5

주 1~3회 3 226        7.2 35.6

주 4~6회 4 100        3.2 15.8

매일 1회 이상 5 101        3.2 15.9

하루 종일 로그인 상태 6 8           .3 1.3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2,512     79.8

3,146     100.0 100.0

c2_8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이용빈도8: 인간관계 유지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1회 미만 1 83          2.6 4.8

월 1~3회 2 364        11.6 21.2

주 1~3회 3 580        18.4 33.7

주 4~6회 4 274        8.7 15.9

매일 1회 이상 5 344        10.9 20.0

하루 종일 로그인 상태 6 75          2.4 4.4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1,426     45.3

3,146     100.0 100.0

c2_9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이용빈도9: 새로운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1회 미만 1 85          2.7 10.5

월 1~3회 2 205        6.5 25.4

주 1~3회 3 245        7.8 30.4

주 4~6회 4 105        3.3 13.0

매일 1회 이상 5 130        4.1 16.1

하루 종일 로그인 상태 6 36          1.1 4.5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2,340     74.4

3,14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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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10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이용빈도10: 게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1회 미만 1 69          2.2 4.3

월 1~3회 2 300        9.5 18.5

주 1~3회 3 599        19.0 36.9

주 4~6회 4 297        9.4 18.3

매일 1회 이상 5 326        10.4 20.1

하루 종일 로그인 상태 6 31          1.0 1.9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1,524     48.4

3,146     100.0 100.0

c2_1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이용빈도11: 엔터테인먼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1회 미만 1 102        3.2 5.7

월 1~3회 2 443        14.1 24.6

주 1~3회 3 678        21.6 37.7

주 4~6회 4 300        9.5 16.7

매일 1회 이상 5 257        8.2 14.3

하루 종일 로그인 상태 6 20          .6 1.1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1,346     42.8

3,146     100.0 100.0

c2_1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이용빈도12: 개인휴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1회 미만 1 150        4.8 9.3

월 1~3회 2 375        11.9 23.2

주 1~3회 3 534        17.0 33.1

주 4~6회 4 262        8.3 16.2

매일 1회 이상 5 261        8.3 16.2

하루 종일 로그인 상태 6 32          1.0 2.0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1,532     48.7

3,14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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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13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이용빈도13: 시사정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1회 미만 1 40          1.3 2.1

월 1~3회 2 175        5.6 9.4

주 1~3회 3 454        14.4 24.3

주 4~6회 4 432        13.7 23.1

매일 1회 이상 5 723        23.0 38.7

하루 종일 로그인 상태 6 45          1.4 2.4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1,277     40.6

3,146     100.0 100.0

c2_14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이용빈도14: 사회참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1회 미만 1 19          .6 11.9

월 1~3회 2 49          1.6 30.6

주 1~3회 3 51          1.6 31.9

주 4~6회 4 25          .8 15.6

매일 1회 이상 5 14          .4 8.8

하루 종일 로그인 상태 6 2           .1 1.3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2,986     94.9

3,146     100.0 100.0

c2_15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이용빈도15: 전자정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1회 미만 1 119        3.8 23.4

월 1~3회 2 235        7.5 46.3

주 1~3회 3 91          2.9 17.9

주 4~6회 4 31          1.0 6.1

매일 1회 이상 5 27          .9 5.3

하루 종일 로그인 상태 6 5           .2 1.0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2,638     83.9

3,14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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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_1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온라인 비중1: 일, 업무

값

유효합계 1,203

최소값 1

최대값 100

평균 45.68

표준편차 29.988

c3_1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오프라인 비중1: 일, 업무

값

유효합계 1,203

최소값 0

최대값 99

평균 54.32

표준편차 29.988

c3_2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온라인 비중2: 구직

값

유효합계 406

최소값 1

최대값 100

평균 70.16

표준편차 30.014

c3_2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오프라인 비중2: 구직

값

유효합계 406

최소값 0.99

최대값 29.84

평균 30.014

표준편차

C3. 최근 3개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다음의 각 일상활동시간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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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_3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온라인 비중3: 인터넷쇼핑

값

유효합계 2,454

최소값 0

최대값 100

평균 55.64

표준편차 26.815

c3_3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오프라인 비중3: 인터넷쇼핑

값

유효합계 2,454

최소값 0

최대값 100

평균 44.36

표준편차 26.815

c3_4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온라인 비중4: 인터넷판매

값

유효합계 335

최소값 1

최대값 100

평균 62.11

표준편차 36.928

c3_4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오프라인 비중4: 인터넷판매

값

유효합계 335

최소값 0

최대값 100

평균 37.89

표준편차 3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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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_5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온라인 비중5: 인터넷금융

값

유효합계 1,891

최소값 1

최대값 100

평균 68.64

표준편차 28.133

c3_5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오프라인 비중5: 인터넷금융

값

유효합계 1,891

최소값 0

최대값 100

평균 31.36

표준편차 28.133

c3_6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온라인 비중6: 정규학습

값

유효합계 857

최소값 1

최대값 100

평균 42.05

표준편차 28.773

c3_6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오프라인 비중6: 정규학습

값

유효합계 857

최소값 0

최대값 99

평균 54.95

표준편차 2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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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_7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온라인 비중7: 평생학습

값

유효합계 634

최소값 2

최대값 100

평균 51.00

표준편차 30.272

c3_7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오프라인 비중7: 평생학습

값

유효합계 634

최소값 0

최대값 98

평균 49.00

표준편차 30.272

c3_8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온라인 비중8: 인간관계 유지활동

값

유효합계 1,720

최소값 1

최대값 100

평균 40.87

표준편차 24.002

c3_8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오프라인 비중8: 인간관계 유지활동

값

유효합계 1,720

최소값 0

최대값 99

평균 59.13

표준편차 24.002

29



A1-2009-0072
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c3_9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온라인 비중9: 새로운 관계

값

유효합계 806

최소값 1

최대값 100

평균 49.45

표준편차 28.952

c3_9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오프라인 비중9: 새로운 관계

값

유효합계 806

최소값 0

최대값 99

평균 50.55

표준편차 28.952

c3_10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온라인 비중10: 게임

값

유효합계 1,622

최소값 1

최대값 100

평균 72.03

표준편차 30.128

c3_10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오프라인 비중10: 게임

값

유효합계 1,622

최소값 0

최대값 99

평균 27.97

표준편차 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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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_11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온라인 비중11: 엔터테인먼트

값

유효합계 1,800

최소값 1

최대값 100

평균 52.41

표준편차 25.550

c3_11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오프라인 비중11: 엔터테인먼트

값

유효합계 1,800

최소값 0

최대값 99

평균 47.59

표준편차 25.550

c3_12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온라인 비중12: 개인휴식

값

유효합계 1,614

최소값 1

최대값 100

평균 60.84

표준편차 31.487

c3_12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오프라인 비중12: 개인휴식

값

유효합계 1,614

최소값 0

최대값 99

평균 39.16

표준편차 3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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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_13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온라인 비중13: 시사정보

값

유효합계 1,869

최소값 1

최대값 100

평균 63.38

표준편차 25.330

c3_13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오프라인 비중13: 시사정보

값

유효합계 1,869

최소값 0

최대값 99

평균 36.62

표준편차 25.330

c3_14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온라인 비중14: 사회참여

값

유효합계 160

최소값 10

최대값 100

평균 57.33

표준편차 28.071

c3_14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오프라인 비중14: 사회참여

값

유효합계 160

최소값 0

최대값 90

평균 42.67

표준편차 2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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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_15_1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온라인 비중15: 전자정부

값

유효합계 508

최소값 1

최대값 100

평균 59.45

표준편차 28.727

c3_15_2 최근 3개월내 인터넷 활동 오프라인 비중15: 전자정부

값

유효합계 508

최소값 0

최대값 99

평균 40.55

표준편차 2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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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TV 시청 빈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일 1 2,021     64.2 72.8

주 3-6회 2 475        15.1 17.1

주 1-2회 3 158        5.0 5.7

월 2-3회 사용 4 41          1.3 1.5

월 1회 미만 5 19          .6 .7

거의 보지 않음 6 63          2.0 2.3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d2_1 주평균 TV 시청 시간(시간)

값

유효합계 2,777

최소값 0.0

최대값 22.0

평균 2.467

표준편차 1.9479

d2_2 주평균 TV 시청 시간(분)

값

유효합계 2,777

최소값 0.0

최대값 55.0

평균 9.378

표준편차 14.0064

D1. 귀하는 텔레비전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D2. 귀하는 하루 평균 텔레비전을 얼마나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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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TV 뉴스 시청 빈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일 1 1,510     48.0 54.4

주 3-6회 2 617        19.6 22.2

주 1-2회 3 376        12.0 13.5

월 2-3회 사용 4 56          1.8 2.0

월 1회 미만 5 31          1.0 1.1

거의 보지 않음 6 187        5.9 6.7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d4_1 주평균 TV 뉴스 시청 시간(시간)

값

유효합계 2,777

최소값 0.0

최대값 20.0

평균 0.776

표준편차 1.3514

d4_2 주평균 TV 뉴스 시청 시간(분)

값

유효합계 2,777

최소값 0.0

최대값 55.0

평균 15.827

표준편차 15.3117

D3. 귀하는 텔레비전 뉴스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D4. 귀하의 평균적으로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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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신문 읽는 빈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일 1 697        22.2 25.1

주 3-6회 2 390        12.4 14.0

주 1-2회 3 387        12.3 13.9

월 2-3회 사용 4 183        5.8 6.6

월 1회 미만 5 156        5.0 5.6

거의 보지 않음 6 964        30.6 34.7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d6_1 주평균 신문 읽기 시간(시간)

값

유효합계 2,777

최소값 0.0

최대값 20.0

평균 0.291

표준편차 0.8294

d6_2 주평균 신문 읽기 시간(분)

값

유효합계 2,777

최소값 0.0

최대값 55.0

평균 12.957

표준편차 13.6218

D5. 귀하는 신문을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D6. 귀하의 평균적인 신문 읽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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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_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갑에 매우 가깝다 1 243        7.7 8.8

갑에 가까운 편이다 2 401        12.7 14.4

중간이다 3 743        23.6 26.8

을에 가까운 편이다 4 873        27.7 31.4

을에 매우 가깝다 5 517        16.4 18.6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1_2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갑에 매우 가깝다 1 252        8.0 9.1

갑에 가까운 편이다 2 300        9.5 10.8

중간이다 3 556        17.7 20.0

을에 가까운 편이다 4 902        28.7 32.5

을에 매우 가깝다 5 767        24.4 27.6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1. 귀하께서는 다음의 갑과 을의 의견 중에서 어느 쪽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갑: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을: 익명성에 따른 각종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는 실시되어야 한다

E1. 귀하께서는 다음의 갑과 을의 의견 중에서 어느 쪽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의견입니다.
갑: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기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할 필요
가 없다
을: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규제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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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_3 인터넷 통제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갑에 매우 가깝다 1 738        23.5 26.6

갑에 가까운 편이다 2 592        18.8 21.3

중간이다 3 869        27.6 31.3

을에 가까운 편이다 4 409        13.0 14.7

을에 매우 가깝다 5 169        5.4 6.1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2 이념적 성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진보적 1 51          1.6 1.8

상당히 진보적 2 183        5.8 6.6

다소 진보적 3 470        14.9 16.9

약간 진보적 4 530        16.8 19.1

완전 중도 5 500        15.9 18.0

약간 보수적 6 658        20.9 23.7

다소 보수적 7 302        9.6 10.9

상당히 보수적 8 69          2.2 2.5

매우 보수적 9 14          .4 .5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1. 귀하께서는 다음의 갑과 을의 의견 중에서 어느 쪽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인터넷 통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갑: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인터넷 활용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을: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터넷 활동에 간섭할 수 있다

E2. 귀하께서는 귀하의 이념성향이 보수와 진보 중에 어느쪽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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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_1 동의정도1: 정부는 재산세나 부동산 보유세 등을 너무 많이 걷는 경향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0        4.5 5.0

그렇 지않다 2 429        13.6 15.4

보통 3 922        29.3 33.2

그렇다 4 894        28.4 32.2

매우 그렇다 5 392        12.5 14.1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3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9          1.6 1.8

그렇 지않다 2 503        16.0 18.1

보통 3 969        30.8 34.9

그렇다 4 891        28.3 32.1

매우 그렇다 5 365        11.6 13.1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3_3 동의정도3: 내가 병원에 가고 어떤 진료를 받는가에 대해,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5          1.1 1.3

그렇 지않다 2 241        7.7 8.7

보통 3 786        25.0 28.3

그렇다 4 1,193     37.9 43.0

매우 그렇다 5 522        16.6 18.8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3.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깝
다고 생각하시는 바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데 사회단체나 정부 등 누구라도 간섭해서는 안된다

E3.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깝
다고 생각하시는 바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내가 병원에 가고 어떤 진료를 받는가에 대해,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

동의정도2: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데 사회단체나 정부 등 누구라도 간섭해서는 안된
다

E3.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깝
다고 생각하시는 바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부는 재산세나 부동산 보유세 등을 너무 많이 걷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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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_4 동의정도4: 내가 가진 재산을 내 맘대로 쓰는데, 사회나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9          2.2 2.5

그렇 지않다 2 567        18.0 20.4

보통 3 1,005     31.9 36.2

그렇다 4 840        26.7 30.2

매우 그렇다 5 296        9.4 10.7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3_5 동의정도5: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개인 이익이 희생될 수도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48        7.9 8.9

그렇 지않다 2 821        26.1 29.6

보통 3 1,131     36.0 40.7

그렇다 4 519        16.5 18.7

매우 그렇다 5 58          1.8 2.1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3_6 동의정도6: 건강한 남자가 군대를 빠지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0          2.2 2.5

그렇 지않다 2 183        5.8 6.6

보통 3 611        19.4 22.0

그렇다 4 1,030     32.7 37.1

매우 그렇다 5 883        28.1 31.8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3.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깝
다고 생각하시는 바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내가 가진 재산을 내 맘대로 쓰는데, 사회나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

E3.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깝
다고 생각하시는 바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개인 이익이 희생될 수도 있다

E3.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깝
다고 생각하시는 바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건강한 남자가 군대를 빠지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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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_7 동의정도7: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1          1.3 1.5

그렇 지않다 2 231        7.3 8.3

보통 3 877        27.9 31.6

그렇다 4 1,272     40.4 45.8

매우 그렇다 5 356        11.3 12.8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3_8 동의정도8: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해야 국민들이 기를 펴고 살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4 .5

그렇 지않다 2 89          2.8 3.2

보통 3 466        14.8 16.8

그렇다 4 1,310     41.6 47.2

매우 그렇다 5 899        28.6 32.4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3_9 동의정도9: 내 이익에 직접적으로 상관없더라도 사회적 문제에 관심 갖는 것이 중요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4 .4

그렇 지않다 2 94          3.0 3.4

보통 3 744        23.6 26.8

그렇다 4 1,534     48.8 55.2

매우 그렇다 5 393        12.5 14.2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3.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깝
다고 생각하시는 바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해야 한다

E3.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깝
다고 생각하시는 바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해야 국민들이 기를 펴고 살 수 있다

E3.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깝
다고 생각하시는 바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 내 이익에 직접적으로 상관없더라도 사회적 문제에 관심 갖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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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_10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9          .6 .7

그렇 지않다 2 117        3.7 4.2

보통 3 726        23.1 26.1

그렇다 4 1,558     49.5 56.1

매우 그렇다 5 357        11.3 12.9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3_1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           .2 .2

그렇 지않다 2 83          2.6 3.0

보통 3 587        18.7 21.1

그렇다 4 1,448     46.0 52.1

매우 그렇다 5 654        20.8 23.6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3_12 동의정도12: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4 .5

그렇 지않다 2 89          2.8 3.2

보통 3 642        20.4 23.1

그렇다 4 1,538     48.9 55.4

매우 그렇다 5 495        15.7 17.8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3.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깝
다고 생각하시는 바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힘들더라도 지역 사회의 문제는 주민단체나 지역 공동체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한다

E3.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깝
다고 생각하시는 바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E3.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깝
다고 생각하시는 바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⑫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동의정도10: 힘들더라도 지역 사회의 문제는 주민단체나 지역 공동체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한다

동의정도11: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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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_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 58          1.8 2.1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2 192        6.1 6.9

가끔 이용한다 3 972        30.9 35.0

자주 이용한다 4 1,163     37.0 41.9

매우 자주 이용한다 5 392        12.5 14.1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4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 102        3.2 3.7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2 298        9.5 10.7

가끔 이용한다 3 1,101     35.0 39.6

자주 이용한다 4 1,009     32.1 36.3

매우 자주 이용한다 5 267        8.5 9.6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4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 119        3.8 4.3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2 334        10.6 12.0

가끔 이용한다 3 1,158     36.8 41.7

자주 이용한다 4 931        29.6 33.5

매우 자주 이용한다 5 235        7.5 8.5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정치 관련 인터넷활동1: 나는 시사 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정치 관련 인터넷활동2: 나는 시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E4.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치 관련 활동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정도나 하시는지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나는 시사 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E4.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치 관련 활동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정도나 하시는지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나는 시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정치 관련 인터넷활동3: 나는 시사 문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
한다

E4.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치 관련 활동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정도나 하시는지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나는 시사 문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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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_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 182        5.8 6.6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2 547        17.4 19.7

가끔 이용한다 3 1,226     39.0 44.1

자주 이용한다 4 672        21.4 24.2

매우 자주 이용한다 5 150        4.8 5.4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4_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 545        17.3 19.6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2 1,158     36.8 41.7

가끔 이용한다 3 781        24.8 28.1

자주 이용한다 4 240        7.6 8.6

매우 자주 이용한다 5 53          1.7 1.9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4_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 475        15.1 17.1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2 1,039     33.0 37.4

정치 관련 인터넷활동4: 나는 시사 문제에 대한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보기 위
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정치 관련 인터넷활동5: 나는 정부나 정치인에게 항의하거나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
용한다

정치 관련 인터넷활동6: 나는 인터넷상의 정치관련 모임이나 서명운동 등에 참여하기 위해 인터
넷을 이용한다

E4.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치 관련 활동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정도나 하시는지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나는 시사 문제에 대한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보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
한다

E4.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치 관련 활동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정도나 하시는지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나는 정부나 정치인에게 항의하거나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E4.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치 관련 활동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정도나 하시는지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나는 인터넷상의 정치관련 모임이나 서명운동 등에 참여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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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용한다 3 929        29.5 33.5

자주 이용한다 4 273        8.7 9.8

매우 자주 이용한다 5 61          1.9 2.2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4_7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 420        13.4 15.1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2 1,073     34.1 38.6

가끔 이용한다 3 950        30.2 34.2

자주 이용한다 4 281        8.9 10.1

매우 자주 이용한다 5 53          1.7 1.9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4_8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 388        12.3 14.0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2 1,107     35.2 39.9

가끔 이용한다 3 961        30.5 34.6

자주 이용한다 4 253        8.0 9.1

매우 자주 이용한다 5 68          2.2 2.4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4.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치 관련 활동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정도나 하시는지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나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E4.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치 관련 활동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정도나 하시는지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나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정치 관련 인터넷활동7: 나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정치 관련 인터넷활동8: 나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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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_1 인터넷에 대한 의견1: 인터넷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반대한다 1 14          .4 .5

반대한다 2 70          2.2 2.5

보통이다 3 851        27.1 30.6

찬성한다 4 1,552     49.3 55.9

매우 찬성한다 5 290        9.2 10.4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5_2 인터넷에 대한 의견2: 인터넷은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반대한다 1 33          1.0 1.2

반대한다 2 233        7.4 8.4

보통이다 3 1,424     45.3 51.3

찬성한다 4 956        30.4 34.4

매우 찬성한다 5 131        4.2 4.7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5_3 인터넷에 대한 의견3: 인터넷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반대한다 1 127        4.0 4.6

반대한다 2 762        24.2 27.4

보통이다 3 1,367     43.5 49.2

찬성한다 4 459        14.6 16.5

매우 찬성한다 5 62          2.0 2.2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5. 귀하께서는 인터넷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① 인터넷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E5. 귀하께서는 인터넷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② 인터넷은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E5. 귀하께서는 인터넷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③ 인터넷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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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_4 인터넷에 대한 의견4: 인터넷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반대한다 1 20          .6 .7

반대한다 2 80          2.5 2.9

보통이다 3 965        30.7 34.7

찬성한다 4 1,361     43.3 49.0

매우 찬성한다 5 351        11.2 12.6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5_5 인터넷에 대한 의견5: 인터넷 때문에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여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반대한다 1 29          .9 1.0

반대한다 2 209        6.6 7.5

보통이다 3 1,163     37.0 41.9

찬성한다 4 1,126     35.8 40.5

매우 찬성한다 5 250        7.9 9.0

비해당 (시스템 결측값) 369        11.7

3,146     100.0 100.0

E5. 귀하께서는 인터넷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④ 인터넷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5. 귀하께서는 인터넷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⑤ 인터넷 때문에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여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47



A1-2009-0072
인터넷의 일상생활 활용실태 조사

f1 거주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968        30.8 30.8

부산 2 225        7.2 7.2

대구 3 165        5.2 5.2

인천 4 204        6.5 6.5

광주 5 102        3.2 3.2

대전 6 139        4.4 4.4

울산 7 62          2.0 2.0

경기 8 674        21.4 21.4

강원 9 78          2.5 2.5

충남 10 78          2.5 2.5

충북 11 65          2.1 2.1

전남 12 54          1.7 1.7

전북 13 73          2.3 2.3

경남 14 153        4.9 4.9

경북 15 86          2.7 2.7

제주 16 20          .6 .6

3,146     100.0 100.0

f2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영업 1 189        6.0 6.0

사무직 2 589        18.7 18.7

관리직 3 122        3.9 3.9

전문직 4 105        3.3 3.3

전문기술직 5 220        7.0 7.0

고급기술직 6 77          2.4 2.4

전문 예술/ 체육직 7 24          .8 .8

판매, 영업직 8 86          2.7 2.7

전문서비스직 9 153        4.9 4.9

종교 관련직 10 14          .4 .4

F1. 귀하의 현재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F2.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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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11 428        13.6 13.6

학생 21 945        30.0 30.0

무직 22 53          1.7 1.7

군인 23 9           .3 .3

기타 24 132        4.2 4.2

3,146     100.0 100.0

f3 월평균 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개인 수입 없음 1 1,078     34.3 34.3

100 만원 미만 2 446        14.2 14.2

100 만원대 3 520        16.5 16.5

200 만원대 4 553        17.6 17.6

300 만원 이상 5 549        17.5 17.5

3,146     100.0 100.0

f4 연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400만원 미만 1 563        17.9 17.9

2,400-3,599만원 2 772        24.5 24.5

3,600-4,799만원 3 725        23.0 23.0

4,800-5,999만원 4 538        17.1 17.1

6,000만원 이상 5 548        17.4 17.4

3,146     100.0 100.0

f5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 중퇴, 졸업 이하 1 374        11.9 11.9

중등 중퇴, 졸업 2 163        5.2 5.2

고등 중퇴, 졸업 3 771        24.5 24.5

대학 재학, 중퇴, 졸업 4 1,532     48.7 48.7

대학원 재학, 졸업 이상 5 306        9.7 9.7

3,146     100.0 100.0

F4. 귀하 가구의 년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F3.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F5. (만 19세 이상만 질문)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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