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복지패 조사

가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 복지패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경제성장, 속한 고령화,삶의 질 향상에 한 욕구 증가

등에 따라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의 수 복지에 한 수요와 복지

서비스 이용실태를 악하여 서울시의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 자료를 마련하는데 목 이 있습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은 통계작성 목 으로만 이용되며,개인의 비 을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 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설

문조사에 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하여 서울시에서 설립한 기

으로 사회복지 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 하고 복지행정의 문

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4년에 출범한 서울시출연기 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 화 02-2011-0467

http:/www.welfare.seoul.kr<eklee77@welfare.seoul.kr>

(주)한국리서치 : 화 02-3014-0099,0143

http:/www.hrc.co.kr<kschoi@hr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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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용 설문지 ▶ 1

면 원 주지사항

◉ 가구용 설문은 가 여성 가구원 에서 가구와 련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가구원이 응답해 주십시오.가구를 표하는 가구주와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주민등록과는 상 없이 가구 내에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친․인척 원

을 말합니다.

1.가구원 (조사해야 할 사람):

가구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연이나 혼인 계(사실혼)로 연결된 구성원

가.함께 살고 있는 친ㆍ인척 원

( 출부,운 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의 비친ㆍ인척 제외)

나.미혼자녀 교육,군복무,시설 친지 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다.미혼자녀 함께 살지 않지만 부모로부터 경제 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라.다른 지방이나 해외 근무,장기입원이나 요양,(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일시 으로만 떨어져 사는 경우

2.비가구원 (조사해서는 안 될 사람)

가.따로 사는 미혼자녀 경제 으로 독립하여 분가한 경우

나.기혼자녀 분가하여 따로 사는 경우

다.일시 으로 방문 는 기거하는 친ㆍ인척

※ 분가란 이 가구로부터 경제 으로 독립했고 따로 떨어져 사는 계가 지속 인 상태를

말합니다.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따로 살게 되거나,자녀가 장성하여 독립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일시 별거,군복무나 학업으로 인해 일시 으로만 떨어져 사는 경우는

분가가 아닌 비동거에 해당되며 가구원으로 간주하여 조사 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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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용 설문지

A.가구원 일반사항

A1.귀 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______________명

※ 가구원 각각에 해서 문A2.～ 문A8.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 문A2.~문A8.까지는 4페이지의 《가구원 응답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A2._______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______________

A3._______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남성 2)여성

A4._______님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 _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

A5._______님은 이 집에 함께 살고 계십니까?

1) 재 함께 살고 있다→ A6.로 가시오.

2)경제 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 으로 따로 살고 있다

A5-1._______님이 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다른 지방에 근무

2)해외 근무

3)국내에서 학업

4)국외에서 학업

5)국외 학업 자녀 돌

6)군복무

7)장기입원,요양

8)별거

9)가출

10)양육(미취학자녀의 탁아)

11)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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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귀 의 가구주는 구이십니까?그리고 다른 가구원 각각은 가구주와 어떤 계이십니까?

▸ 가구주는 “호주 는 세 주와는 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 으로 표하면서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사실상 생계유지를 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그러나 사 에 이런 엄격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가 가구주라고 지목하는 가구원(응답자

본인 포함)을 가구주로 간주합니다.

《 가구주와의 계 코드표 》

10.가구주 20.가구주의 배우자
01.가구주의 할아버지 03.가구주의 배우자의 할아버지

02.가구주의 할머니 04.가구주의 배우자의 할머니

05.가구주의 아버지 07.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6.가구주의 어머니 08.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11.가구주의 첫째 자녀 21.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가구주의 둘째 자녀 22.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13.가구주의 셋째 자녀 23.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14,다섯째=15,...) (넷째=24,다섯째=25,...)

31.가구주의 형제/자매 41.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째 =31,둘째=32,...) (첫째=41,둘째=42...)

51.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61.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 =51,둘째=52,...) (첫째=61,둘째=62...)

111.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1.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12.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212.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13,넷째는 114,...) (셋째=213,넷째는 214,...)

121.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2.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222.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23,넷째는 124,...) (셋째=223,넷째는 224,...)

131.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2.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232.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33,넷째는 134,...) (셋째=233,넷째는 234,...)

997.기타 친인척 998.인척 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계없이 동일 번호) (숫자에 계없이 동일 번호)

1111.가구주의 첫째자녀의 첫째자녀의 첫째자녀 1112.가구주의 첫째자녀의 첫째자녀의 둘째자녀

A7.다음은 교육수 에 한 질문입니다.

A7-1._______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혹은 다니고 계십니까?

1) 미취학 → A8.로 가시오.

2)무학(만 8세 이상) → A8.로 가시오.

3) 등학교

4) 학교(고등공민학교)

5) 고등학교

6)2년제 학, 문 학(기능 학,구 사범학교 포함)

7) 4년제 학(구 2년제 교육 학 포함)

8) 학원 석사

9) 학원 박사



서울시 복지패 조사

4◀ 가구용 설문지

가구원

번호

A2.가구원

이름

A3.가구원

성별
A4.생년월일

A5.

동거

여부

A6.

가구주

와의

계

A7.학력 A8.

혼인

상태
A5-1.

비동거

사유

A7-1.

최종

학력

A7-2.

이수

여부

A7-3.

학년

1 _______년 월 _____일

2 _______년 월 _____일

3 _______년 월 _____일

4 _______년 월 _____일

5 _______년 월 _____일

6 _______년 월 _____일

7 _______년 월 _____일

8 _______년 월 _____일

9 _______년 월 _____일

10 _______년 월 _____일

A7-2._______님은 그 학교를 마치셨습니까?이수 여부를 답해 주십시오.

1)졸업 → A8.로 가시오.

2)수료 → A8.로 가시오.

3) 퇴

4)재학

5)휴학

A7-3._______님은 그 학교를 몇 학년까지 다니셨습니까?혹은 다니고 계십니까?

▸ 학원의 석사,박사의 경우에는 두 학기를 한 학년으로 환산하여 표기해 주십시

오. 를 들어 학원 1,2학기 인 경우에는 1학년이 되며,3,4학기 인 경우

에는 2학년이 됩니다.

￭ __________학년

A8._______님의 재 혼인상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1)비해당(남 17세 이하,여 15세 이하)

2)미혼(남 18세 이상,여 16세 이상)

3)유배우

4)이혼

5)사별

6)별거

※ 다른 가구원이 없다면 [B.소득]으로 가시고,있다면 문A1.으로 돌아가십시오.

《가구원 응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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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소득

※ 지난 1년(2008.1.1-2008.12.31)동안의 소득은 세 을 제외한 후 답하여 주십시오.

※ 재는 가구원이 아니지만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가구원이 던 분의 소득을

포함하여 귀 의 소득(근로, 융,부동산 등)을 응답해 주십시오.

B1.지난 1년(2008.1.1-2008.12.31)동안 귀 의 가구원 근로소득이 있었던 분이 계셨습니까?

▸ 근로소득이란,근로(일)의 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직장 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 이나

자 업자 는 고용주의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국민연 의료보험료는 포함하고,세 은 제외한 후 응답해주십시오.

▸ 월별로 가구 근로소득이 다르다면 연간 가구 총 가구소득을 12로 나 어서 기입해 주십시오.

1)있었다

2)없었다 → B2.로 가시오.

B1-1.있었다면,지난 1년(2008.1.1-2008.12.31)동안 귀 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 근로소득 :월 평균 __________________만원

B2.귀 에서는 지난 1년(2008.1.1-2008.12.31)동안 융소득이 있었습니까?

▸ 융소득이란, 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의 이자소득,주식의 배당 ,사채 는

채권의 이자,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됩니다.그러나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 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팔지는 않은 경우)는 융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있었다

2)없었다 → B3.으로 가시오.

B2-1.있었다면,지난 1년(2008.1.1-2008.12.31)동안 귀 의 월평균 융소득은 얼마 습니까?

￭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 융소득 :월 평균 __________________만원

B3.귀 에서는 지난 1년(2008.1.1-2008.12.31)동안 부동산 소득이 있었습니까?

▸ 부동산 소득이란,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토지임 료,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됩

니다.그러나 부동산을 임 해주고 받은 세 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 소득에 포

함되지 않습니다.

1)있었다

2)없었다 → B4.로 가시오.

B3-1.있었다면,지난 1년(2008.1.1-2008.12.31)동안 귀 의 월평균 부동산 소득은 얼마 습니까?

￭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 부동산 소득 :월 평균 __________________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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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존재 유무 액

1)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

님 포함)도움
(1)있었다 (2)없었다 월 평균 ______________만원

2)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1)있었다 (2)없었다 월 평균 ______________만원

3)그 외 친척,친지 보조 (1)있었다 (2)없었다 월 평균 ______________만원

4)민간 보조 (1)있었다 (2)없었다 월 평균 ______________만원

5)기타 (___________________) (1)있었다 (2)없었다 월 평균 ______________만원

B4.귀 에서는 지난 1년(2008.1.1-2008.12.31)동안 따로 사는 가족이나 친지,친척으로부터 받

은 사 이 소득이 있었습니까?있었다면 각각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사 이 소득이란,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친척,친지로부

터 받는 지원 을 말합니다.

▸ 일시 으로 받은 경우는 일시 액을 12로 나 어서 기입하기 바랍니다.

▸ 민간 보조 은 이웃,복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 포함),회사(자녀학자 보조 포함)등

민간부문으로 부터 받은 과 물( 환산액)지원 을 말합니다.

B5.귀 에서는 지난 1년(2008.1.1-2008.12.31)동안 연 등 사회보험에서 받은 소득을 제외하

고 공 으로 받은 이 소득이 있었습니까?있었다면 월평균 총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공 이 소득이란,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정부 사회단체로부터 가없이 받는 보조

(물 포함)을 말합니다.경로우 교통비,동사무소의 생활보호 상자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서 주는 심 도시락 등 상시 으로 받으시는 보조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재해나 재난 등으로 인해 1회성으로 정부 기 에서 받은 소득은 기타 소득(B8-6)기타)에 포

함됩니다.

▸ 일시 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일시 액을 12로 나 어서 기입하기 바랍니다.

▸ 기타 공 이 소득에는 보기 외에 식비 지원,문구 ,수련회비,정부할인보조 (기료, 화

비,인터넷,장애인 LPG등),노인 생비,자활사업,직업훈련수당,교통안 공단지원 등이 있

습니다.이들은 기타에 포함됩니다.

▸ 물로 받은 보조 의 경우(학비,보육료 등)이를 으로 환산하여 기입합니다.

항 목 존재 유무 총 액

1)장애수당 는 장애아동부양수당 (1)있었다 (2)없었다

■ 지난 1년간 월평균

_________________만원

2)경로연 (1)있었다 (2)없었다

3)노인교통비 (1)있었다 (2)없었다

4)모부자가정수당 (1)있었다 (2)없었다

5)가정 탁 는 소년소녀가정보호비 (1)있었다 (2)없었다

6) 유아보육료 지원 (1)있었다 (2)없었다

7)학비지원 (1)있었다 (2)없었다

8)국가유공자에 한 보조

(보훈연 제외)
(1)있었다 (2)없었다

9)농어업 정부보조 (1)있었다 (2)없었다

10)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1)있었다 (2)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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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존재 유무 총 액

1)생계비 지원
(1)있었다

(2)없었다

■ 지난 1년간 월평균

_________________만원

2)의료비 지원
(1)있었다

(2)없었다

3)교육비 지원
(1)있었다

(2)없었다

4)주거비 지원
(1)있었다

(2)없었다

5)자활 련 지원
(1)있었다

(2)없었다

6)해산 여 지원(50만원, 둥이 25만원)
(1)있었다

(2)없었다

7)장제(장례) 여 지원(40만원)
(1)있었다

(2)없었다

8)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
(1)있었다

(2)없었다

B6.귀 은 지난 1년(2008.1.1-2008.12.31)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 생활보장법(구 생활

보호사업)에 의한 보호 상가구 거나 재 보호 상 가구입니까?

1)보호 상 가구 거나 재 보호 상 가구이다

2)보호 상 가구가 아니다 → B7.로 가시오.

B6-1.보호 상 가구 다면 월평균 총 얼마를 받으셨습니까?해당되시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문B7-1.~문B7-3.까지는 다음 페이지의 《개인연 응답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B7.귀 에서는 지난 1년(2008.1.1-2008.12.31)동안 국가에서 지 하는 공 연 (국민연 ,사학

연 ,군인연 등)을 제외하고 개인 으로 가입한 개인연 을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까?

1)있었다

2)없었다 → B8.로 가시오.

B7-1.있었다면 개인연 을 받은 분은 구 구 습니까?

▸ 개인연 을 실제로 받는 분(수령자)의 가구원 이름과 번호를 응답해 주십시오.

B7-2.그분들이 개인연 을 어떤 형태로 수 받으셨습니까?

1)월별로 일정액을 수 2)일시불로 수

B7-3.그분(들)이 지난 1년(2008.1.1-2008.12.31)동안 월평균 는 일시불로 받으신 개인연 은 얼

마나 되었습니까?

▸ 한 가구원이 2개 이상의 개인연 을 수 한 경우,수 형태별로 액을 어주

시기 바랍니다.

※ 개인연 을 받는 다른 가구원이 없다면 문B8.로 가시고,있다면 문B7-1.로 돌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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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 응답표》

B7-1
가구원 이름

B7-1
가구원 번호

B7-2
수 형태

B7-3
액 수

(1)월별 (2)일시불 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1)월별 (2)일시불 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1)월별 (2)일시불 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1)월별 (2)일시불 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1)월별 (2)일시불 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1)월별 (2)일시불 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1)월별 (2)일시불 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1)월별 (2)일시불 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1)월별 (2)일시불 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B8.귀 에서는 지난 1년(2008.1.1-2008.12.31)동안 근로소득,부동산소득, 융소득,공 ․사

이 소득,개인연 이외에 기타 소득은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 기타소득이란,보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험 지 이나 보험을 들었다가 해약하고 받은

돈)이나 퇴직 (의 사회보험에서 받은 연 제외),복권 탄 돈,증여 는 상속,축의 ,부의 ,

분실물 찾아주고 받은 보상 ,이주민 주거 책비,폐품매각 등과 같이 의 다른 소득에 포

함되지 않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 기타소득은 일시 이므로 일시 액을 그 로 기입합니다.

항 목 존재 유무 총 액

1)보장성 보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받은 보험 (손해보험을 받은 액 포함)

(1)있었다

(2)없었다

■ 지난 1년간 총액

_________________만원

2) 축성 보험 - 축성 보험의 만기지

도해약으로 받은 액,종신보험 포함

(1)있었다

(2)없었다

3)퇴직
(1)있었다

(2)없었다

4)증여․상속
(1)있었다

(2)없었다

5)축의 ․조의
(1)있었다

(2)없었다

6)기타(복권이나 경마,오락 경기 등의 당첨상

/상으로 받은 상 ,교통사고나 폭설,폭

우 등 재해로 인해 받은 보상 등 포함)

(1)있었다

(2)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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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_______님 에서는 작년 한해(2008년)동안 연 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받은 분

이 계셨습니까?사회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험의 종류 》

국민연 특수직역연 산재보험 보훈연 ,고용보험 기타

1)노령연

2)장애연

3)유족연

4)사망일시

5)반환일시

6)사학연

7)공무원연

8)군인연

9)반환일시

10)휴업 여

11)장해연

12)유족 여

13)상병보상연

14)간병 여

15)보훈연

16)육아휴직 여

17)산 후 휴가 여

18)실업 여

19)기타

▸ 육아휴직 여는 생후 1년 미만의 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아의 양육을 해 휴직하는 기간

에 받는 여를 의미합니다. 여 지 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 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

부한 근로자,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동일한 자녀에 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여 액수는 2004년 재 고용보험기 에서 1인당 월 40만 원씩 지 받게 됩니

다.(2007.4.27일자로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4/27일을 기 으로 이 기간은

40만원,이후기간은 50만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함.)

▸ 산 후 휴가 여는 기존에는 최 60일분은 사업주가 지 하고,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

하 으나,'06.1.1이후 출산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상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90일간의 여

를 고용보험에서 지 하며, 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종 과 같이 최 60일분은 사업주가,이후 30

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회사가 지 한 임 은 근로소득으로

어주시고,여기에서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받은 여액만을 어주십시오.산 후휴가 여는 휴

가 개시일 재의 통상임 을 기 으로 지 하되 90일 기 최고 405만원을 과할 수 없습니다.

1)있었다

2)없었다 → C1.로 가십시오.

B9-1.있었다면 사회보험을 받은 분은 구 구 습니까?

▸ 사회보험을 실제로 받는 분(수령자)의 가구원 이름과 번호를 답하십시오.

▸ 2008년에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었지만, 재는 분가,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이 아

닌 경우는 가구원 번호를 98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B9-2.그분(들)이 작년 한해(2008년)동안 받으신 사회보험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한 가구원이 2개 이상의 사회보험을 수 한 경우, 액을 합하여 2008년에 수 한 총

액을 어주시기 바랍니다.

▸ 면 원은 지난 한해 동안 받은 사회보험을 계산하여 주십시오.만일 공무원 연 을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받았다면 총액은 ‘100만원×7개월 =700만

원’이 됩니다.일시불로 받은 경우는 받은 액수 체를 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구원 이름 가구원 번호 액 수

2008년 총액 ____________만원

2008년 총액 ____________만원

2008년 총액 ____________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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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득:B1.부터 B9.까지의 합 (가)월 평균 소득 만원

(나)생활비:C1.의 월평균 생활비 (나)월 평균 생활비 만원

※ (나)의 생활비가 (가)의 소득보다 큰 경우에만 문C2.에 응답하게 하십시오.

항 목 액 수

1)식비(주식비와 부식비,외식비 등)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만원

2)주거비(월세,주택설비 수선비, 리비,이사비,복비등)
※주택구입비 세자 제외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만원

3) 열수도비(수도비, 기료,난방비)
※수도비, 기료,난방비(연탄,등유,경유,도시가스,LPG등)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만원

4)가구․가사용품비
※가구,가정용기기(냉장고,세탁기,가스 지등),식기주방용품,가사잡화 소모품(조
명기기,화장지, 구,공구,세탁청소용구등),침구 실내장식품,가사서비스비용
(출부,보육료,청소비등)등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만원

5)교통통신비
※ 택시,버스,지하철등 교통비,기름값,자동차수리비,자동차세,차량보험료등

차량유지비, 화,인터넷,휴 폰사용료등통신비포함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만원

6)피복신발비(옷,신발 등의 구입,세탁,수선비)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만원

7)교육비(학교등록 ,납입 등 공교육비 학원,과외
비 등 사교육비 포함)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만원

8)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입원비,외래진료비,치과진료비,수술비,약값,건강진단비,건강보조식품,보건의료용
품비(안경,콘택트 즈등)등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만원

9)사회보험비(의료보험료,국민연 등은 포함되며,개인
으로 넣는 사보험비는 제외됨)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만원

10)경조사비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만원

11)교양오락비
※신문,서 ,잡지, 화 공연 람,교양오락용품구입비(TV,오디오,피아노,장난감,
등산용품,낚싯 ,골 채등),교양오락서비스(PC방,노래방,운동강습료,어학학습비,
단체 비등),비디오(DVD)여료등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만원

12)송 보조(부모님,자녀 등 용돈 따로 사는 가족에게
보내는 교육비 송 ,생활비 보조 등)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만원

13)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만원

C.소비와 축

C1.지난 1년(2008.1.1-2008.12.31)동안 귀 의 생활비는 항목별로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 축과 부채에 한 원리 상환은 생활비에서 제외됩니다.

▸ 혼수 장만이나 교통사고 보상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됩
니다.

▸ 같이 사는 부모님과 자녀는 가구주를 기 으로 한 부모님과 자녀를 뜻합니다.비동거 가구원일
경우에는 용돈에 포함시켜 주시고,분가일 경우에는 제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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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생활비가 소득보다 많아)생활비가 부족하 다면,귀 에서는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

하셨습니까?가장 주된 방법부터 순서 로 3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보험해약이나 곗돈을 미리 탄 경우 등은 8) 축 는 ․ 의 해약에 해당합니다. 임 료
인상 등은 6)부동산 매각이나 세 인상에 해당됩니다.

1순 :___________ 2순 :___________ 3순 :___________

1)은행 출이나 마이 스통장 이용

2) 서비스 이용

3)친척이나 친지에게 빌림

4)친구나 이웃에게 빌림

5)사채이용

6)부동산매각이나 세 인상

7) 세나 월세의 규모를 임

8) 축 는 ․ 의 해약

9)주식이나 채권을 비롯한 융자산 매각 ( 생 융상품(CD,MMF등)포함)

10)자동차나 내구재 는 ‧은 등의 귀 품 매각

11)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3.지난 1년(2008.1.1-2008.12.31)동안 귀 은 한 달 평균 얼마나 축을 하셨습니까? 축에

는 일반 축, ,보험,개인연 ,계 등이 포함됩니다.

축 존 재 유 무 총 액

1) ․ (주택청약부 포함) (1)있었다 (2)없었다

■ 지난 1년간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2)곗돈 불입 (1)있었다 (2)없었다

3)주식․채권․신탁(펀드포함) (1)있었다 (2)없었다

4)개인연 (※국민/특수직연 제외) (1)있었다 (2)없었다

5) 축성보험(재테크보험,교육보험 등) (1)있었다 (2)없었다

6)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1)있었다 (2)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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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자산과 부채

※ 자산에 해서는 재(조사당시)의 시세를 기 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D1.귀 에서는 재 살고 계신 집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이나 건물,임야,토지 등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1)

2)아니오 → D2.로 가시오.

D1-1.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까?소유하고 계신 것을 모두 말 해 주십시오.

1)주택

2)주택 외 건물(가족명의의 사업장(가게),창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3)토지(택지,논,밭,임야 등),양식장,기타 부동산

D1-2.이 부동산들의 시가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조사 시 을 기 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1천만원 미만

2)1천만원 -2천5백만원 미만

3)2천5백만원 -5천만원 미만

4)5천만원 -7천5백만원 미만

5)7천5백만원 -1억원 미만

6)1억원 -2억원 미만

7)2억원 -3억원 미만

8)3억원 -4억원 미만

9)4억원 -5억원 미만

10)5억원 -10억원 미만

11)10억원 이상

D2. 재 살고 계신 집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임야,토지 등을 남에게 빌려주고(임 하고)계

십니까? 재 살고 계신 집에서 방이나 층을 세놓는 것도 포함됩니다.

1)

2)아니오 → D3.으로 가시오.

D2-1.임차인(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 는 임 보증 총액은 모두 얼마입

니까? 세 는 임 보증 이 없는 경우(를 들어 재 살고 있는 집의 방 하나를 월세

주는 경우)는 ‘1) 세 ․임 보증 없음’이라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세 ․임 보증 없음

2)1천만원 미만

3)1천만원 -2천5백만원 미만

4)2천5백만원 -5천만원 미만

5)5천만원 -7천5백만원 미만

6)7천5백만원 -1억원 미만

7)1억원 -2억원 미만

8)2억원 -3억원 미만

9)3억원 -4억원 미만

10)4억원 -5억원 미만

11)5억원 -10억원 미만

12)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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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귀 에서는 재 살고 계시는 집 이외에 주택이나 상가,임야,토지 등을 빌려 쓰고(임차하

고)계십니까?

▸ 가구에 자 업자가 있는 경우,자 업을 하고 있는 장소를 임 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1)

2)아니오 → D4.로 가시오.

D3-1.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빌려 쓰고(임차하고)계십니까?모두 답하여 주십시오.

1)주택

2)건물

3)임야

4)토지

5)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3-2.부동산의 주인에게 낸 보증 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1) 세 ․임 보증 없음

2)1천만원 미만

3)1천만원 -2천5백만원 미만

4)2천5백만원 -5천만원 미만

5)5천만원 -7천5백만원 미만

6)7천5백만원 -1억원 미만

7)1억원 -2억원 미만

8)2억원 -3억원 미만

9)3억원 -4억원 미만

10)4억원 -5억원 미만

11)5억원 -10억원 미만

12)10억원 이상

D4.귀 은 재 아래의 융자산을 소유하고 계십니까?있다면 그 총액은 얼마입니까?조사시

을 기 으로 재 시세를 응답해 주십시오.

▸ 립식 펀드는 ‘2)주식,채권,신탁’에 포함됩니다.

▸ ‘3)아직 타지 않은 곗돈’은 지 까지 부은 곗돈의 총액을 말합니다.만약 이미 일부를 탔다면 탄

액수를 빼고 응답해 주십시오.그러나 미리 탄 돈이 지 까지 부은 돈보다 많으면 이는 부채에

속하게 되므로 다음 D7의 ‘5)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곗돈'에 포함됩니다.

▸ ‘5) 축성 보험’에는 축성 보험만 해당되며,지 까지 낸 돈(불입총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소유 여부 총 액

1) ․ (CMA포함) (1) (2)아니오

■ 재 시세 총액

_________________만원

2)주식,채권,신탁 (1) (2)아니오

3)아직 타지 않은 곗돈 (1) (2)아니오

4)개인 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 돈 (1) (2)아니오

5) 축성 보험 (1) (2)아니오

6)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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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귀 은 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 주된 목 이 사업용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2)아니오 → D6.으로 가시오.

D5-1._______님 에서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는 모두 몇 입니까?

￭ 총 ___________

D5-2._______님 에서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의 재 시가는 얼마입니까?(2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시가를 모두 합하여 계산해 주십시오.)

￭ 총 ___________만원

D6.귀 은 아래의 기타자산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기타자산에는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업

용 자동차․오토바이․선박․굴삭기․포크 인․트럭 등 운송 생계수단,귀 속,골동품,

상품권 등,농기계․농축산물이 포함됩니다.

1)

2)아니오 → D7.로 가시오.

D6-1.기타자산이 있다면 그 총액은 얼마입니까?조사 당시의 시세를 기 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재 시가로 총액 ___________만원

D7.귀 은 재 부채가 있습니까?있다면 그 총액은 얼마입니까?

▸ 5)‘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곗돈’은 먼 돈을 타서 앞으로 계속 돈을 부어야 하는 것을 의

미합니다.

▸ 린 월세,교통안 공단지원 부 등은 기타에 포함합니다.

▸ 카드할부구매는 카드빚에, 할부 구매는 기타에 포함합니다.

▸ 농부채도 악합니다.

항 목 부채 유무 총 액

1) 융기 부채 (1) (2)아니오

■ 재 총액

_________________만원

2)회사를 통해 빌린 돈 (1) (2)아니오

3)일반사채 (1) (2)아니오

4) 세(임 )보증 받은 돈 (1) (2)아니오

5)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곗돈

(외상)
(1) (2)아니오

6)카드빚 (1) (2)아니오

7)기타(친척/친지에게 빌린 돈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
(1) (2)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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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D7.의 1)부터 7)까지 부채 항목 부채가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문D8.에 응답하

시고,하나도 없는 경우는 [E.가구경제 인식]으로 가십시오.

D8.귀 에서 부채에 해 재 내고 있는 이자는 월평균 얼마입니까?

항 목 이자 유무 원 과 이자 상환 총액

1)생활비 련 부채 이자
(1)
(2)아니오

■ 재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2)거주목 의 주택구입 월세(주거용)자

련부채 이자

(1)
(2)아니오

3)사업 련 부채 이자
(1)
(2)아니오

4)교육비 련 부채 이자
(1)
(2)아니오

5)보증 사기 피해 련 부채 이자
(1)
(2)아니오

6)의료비 련 부채 이자
(1)
(2)아니오

7)주거목 이외의 부동산(투자용) 융 투자

련부채 이자

(1)
(2)아니오

8)기타 이자(________________________)
(1)
(2)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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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가구경제 인식

E1.소득만 보면 재 귀 은 서울시 체 가구를 기 으로 볼 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상 10% 이내 6)하 40% 이내

2)상 20% 이내 7)하 30% 이내

3)상 30% 이내 8)하 20% 이내

4)상 40% 이내 9)하 10% 이내

5) 체의 50% 정도

E2.부동산 자산, 융자산 등 재산만 보면 귀 은 서울시 체 가구를 기 으로 볼 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상 10% 이내 6)하 40% 이내

2)상 20% 이내 7)하 30% 이내

3)상 30% 이내 8)하 20% 이내

4)상 40% 이내 9)하 10% 이내

5) 체의 50% 정도

E3.생활수 을 기 으로 보면 귀 은 서울시 체 가구를 기 으로 볼 때 어디에 속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1)상 10% 이내 6)하 40% 이내

2)상 20% 이내 7)하 30% 이내

3)상 30% 이내 8)하 20% 이내

4)상 40% 이내 9)하 10% 이내

5) 체의 50% 정도

E4.귀 은 서울시 체 가구 에서 다음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1)최상층 5) 하층

2)상층 6)하층

3) 상층 7)최하층

4) 간층

E5.2-3년 과 비교하여 볼 때 귀 의 경제사정은 어떤 편이십니까?

1)매우 좋아진 편이다

2)약간 좋아진 편이다

3)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

4)약간 나빠진 편이다

5)매우 나빠진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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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앞으로 2-3년 후에 귀 의 경제사정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1)매우 좋아질 것 같다

2)약간 좋아질 것 같다

3)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같다

4)약간 나빠질 것 같다

5)매우 나빠질 것이다

E7.귀 은 자녀의 학입학, 혼상제 는 병원 입원비 등 미래에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비하여 재 축 등의 경제 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1)그 다

2)아니다

E8. 재 귀 은 수입과 지출을 모두 고려하면 미래에 비한 축을 할 여력이 있는 편이십니

까?

1)그 다

2)아니다

E9.귀 은 재 출 의 원리 상환 부담으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1)그 다

2)아니다

3)부채 없어 해당안됨

E10. 재 귀 은 공과 ,학비,상환 등을 매달 지불할 경제 여건이 안 되서 한 달 이상

려있는 상태이십니까?

1)그 다

2)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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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최근 가족상황의 변화

F1.지난 1년(2008.1.1-2008.12.31)동안 귀 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나 경험을 한 경우가 있

으셨습니까?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경험한 경우에는 둘 다 기록해 주십

시오.

내 용
경험 여부 경험자

그 다 아니다 가구주 가구원

1)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는 가구원 에서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사업상 커다란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
(1) (2) (1) (2)

2)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는 가구원 에서 심각한 질

병으로 1개월 이상 직장생활,사업 는 학업을 잠시

단한 경우가 있었다.

(1) (2) (1) (2)

3)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는 가구원 에서 교통사고,

산업재해 는 일반 사고나 부상으로 1개월 이상 직장

생활,사업 는 학업을 그만둔 경우가 있다.

(1) (2) (1) (2)

4)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는 가구원 에서 민사 는

형사상의 문제로 법률 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아야 하

는 경우가 있었다.

(1) (2) (1) (2)

5)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는 가구원 에서 약물,음주,

게임 등의 독과 련하여 문 인 상담 는 도움

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1) (2) (1) (2)

6)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는 가구원 에서 부채상환이

나 경제 어려움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있었다.
(1) (2) (1) (2)

7)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는 가구원 에서 일자리가

없다가 새로 취업하여 일자리를 가진 경우가 있다.
(1) (2) (1) (2)

8)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는 가구원 에서 출 연

체료 는 통신요 미납 등 사유로 신용등 이 크게

나빠진 경우가 있다.

(1) (2) (1) (2)

9)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는 가구원 에서 비정규직에

서 정규직으로 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가 있다.
(1) (2) (1) (2)

10)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는 가구원 에서 출

는 미납 상환 는 신용회복 로그램 등으로 신용

등 이 크게 좋아진 경우가 있다.

(1) (2) (1) (2)

11)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는 가구원 에서 새로 창업

이나 자 업을 시작한 경우가 있다.
(1) (2) (1) (2)

12)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는 가구원 에서 출 을

다른 출을 받아 갚은 경우가 있다.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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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경험 여부

그 다 아니다

13)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는 가구원 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 (1) (2)

14)지난 1년 동안 부모 는 자녀의 혼상제로 큰 지출을 한 경

우가 있었다.
(1) (2)

15)지난 1년 동안 부모님이나 따로 사는 가족의 경제 어려움 때

문에 목돈을 도와 경우가 있다.
(1) (2)

16)지난 1년 동안 경제 이유로 자녀 는 손자녀가 학교를 휴학

하거나 그만둔 경우가 있다.
(1) (2)

17)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는 가구원 에서 출생,입양 등으로

자녀의 수가 늘어난 경우가 있었다.
(1) (2)

18)지난 1년 동안 혼인,취업 등의 사유로 같이 살던 자녀가 분가

하여 독립하 다.
(1) (2)

19)지난 1년 동안 따로 분가 는 독립하여 살던 자녀가 같이 살

게 되었다.
(1) (2)

20)지난 1년 동안 상 학교 진학 비,해외유학, 학교 진학 등

으로 교육비 부담이 이 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1) (2)

21)지난 1년 동안 따로 사시던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살게 되었다. (1) (2)

22)지난 1년 동안 정부나 서울시,구청 는 공공기 으로부터 생

계비,의료비,보육비,학자 ,주거비 등 그 동안 받아왔던 복

지 련 보조 이 크게 거나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1) (2)

23)지난 1년 동안 내 집에서 살다가 세 는 월세집으로 이사하

다.
(1) (2)

24)지난 1년 동안 세집에서 살다가 월세집으로 이사하 다. (1) (2)



서울시 복지패 조사

20◀ 가구용 설문지

G.생활여건

G1.귀 이 한 달 동안 ‘근근히’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만원

G2.귀 이 조 여유 있는(건강하고 문화 인)생활을 하기 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

각하십니까?

￭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만원

G3.귀 은 지난 1년(2008.1.1-2008.12.31)간 돈이 없거나 부족하여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하신 이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거나 부족하여...
경험여부

아니오 비해당

1)본인이나 가족이 끼니를 거른 이 있다. (1) (2) (9)

2)두 달 이상 집세가 린 이 있다. (1) (2) (9)

3)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이 있다. (1) (2) (9)

4)공과 ( 기세,수도세, 화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이 있다.
(1) (2) (9)

5)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이 있다. (1) (2) (9)

6)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가지 못한 이 있다. (1) (2) (9)

7)생활비를 충당하기 해 돈을 빌린 이 있다. (1) (2) (9)

8)필요한 옷을 구입하지 못한 이 있다. (1) (2) (9)

G4.귀하의 에는 인터넷 속이 되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1)있다 2)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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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건강보험

H1.귀 은 국민건강보험,의료 여(1,2종),국가유공자 무료진료 어느 것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한 가구 내에서 1인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고,일부만 의료 여 상자인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니다.

▸ 한 가구 내에서 의료 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가구주 가입을 기 으로

합니다.단,가구주가 의료 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여를 기록해 주십시오.

▸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1종 수 권자로 하고,1종 수 권자에 해당되

지 않는 자를 2종수 권자로 합니다.

1)국민건강보험 → H2.로 가시오.

2)의료 여(1종)

3)의료 여(2종)

4)국가유공자 무료진료 → H2.로 가시오.

H1-1.귀 에서는 의료 여서비스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1)특별한 문제 이 없다

2)본인부담이 많은 것

3) 용기간의 제한

4)차별 우를 받음

5)기타(구체 으로 )

H2.귀 에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있다

2)없다 → H3.으로 가시오.

H2-1.귀 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2)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3)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없어서

4)제도에 한 불신 때문에

5)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6)기타( )

H2-2.귀 에서는 지난 1년간(2008.1.1~2008.12.31)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총 ___________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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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귀 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며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특별한 문제 이 없다

2)월 보험료 부담

3)보험의 용범 가 좁음

4)본인부담 의 수 이 높음

5)기타( )

H4.귀 에서는 의료기 에서 제공받은 진료 치료 등의 서비스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

니까?

1)매우 만족한다

2) 체로 만족한다

3)보통이다

4)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5) 만족하지 않는다

H5.귀 에서는 지난 1년(2008.1.1-2008.12.31)간 가족 에 장애 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1)있다

2)없다 → [I.국민기 생활보장]으로 가시오.

H5-1.장애 질병을 치료하기 해 병원비,약값 등으로 한 달에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 월평균 만원

H5-2.그 장애 질병을 치료하기 하여 지출하는 의료비가 생활에 큰 부담이 됩니까?

1)많은 부담이 된다

2)약간 부담이 된다

3)보통이다

4)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5) 부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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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탈피

경험

수 탈피 기간

시작한 시기 끝난 시기

첫번째 ________년 _____월 _____일 ⑴ ______년_____월_____일 ⑵ 계속 수

두번째 ________년 _____월 _____일 ⑴ ______년_____월_____일 ⑵ 계속 수

세번째 ________년 _____월 _____일 ⑴ ______년_____월_____일 ⑵ 계속 수

I.국민기 생활보장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란 최 생계비 이하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생계비,의료 여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의료특례·자활특례·교육특례 등 특례가구와 체 가구원

수 하는 가구원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수 가구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I1.귀 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번이라도 국민기 생활보장 여를 신청하신 이 있습니까?

1)있다 2)없다→ J1.으로 가시오.

I1-1.귀 이 국민기 생활보장 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기본 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해

2)의료 여를 받기 해

3)주거비를 지원받기 해

4)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해

5)취업알선,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해

6)해산 여를 지원받기 해

7)장례(장제) 여를 지원받기 해

8)기타( )

I1-2.귀 은 한번이라도 수 자로 선정되었습니까?

1)그 다

2)그 지 않다 → I1-3.으로 가시오.

I1-2-1.귀 에서 받으셨거나 받고 계시는 국민기 생활보장 수 형태는 어디에 해당됩

니까? 재까지 여러 형태의 국민기 생활보장을 수 하 다면 가장 최근에 받은

수 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1)일반수 가구

2)가구원 일부수 가구

3)조건부 수 가구

4)특례가구

I1-2-2.귀 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 생활보장 여를 수 한 이 있습니까?

1)

2)아니오 → I1-2-3.을 응답 후 I2.로 가시오.

I1-2-3. 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그 기간을 말 해 주십시오.(※지 까지의 체

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수 과 탈피가 반복되셨다면 그 기간을 모두 말

해 주십시오.)

→ 수 이 종료된 경우 응답 후 I1-2-5.로 가시오.



서울시 복지패 조사

24◀ 가구용 설문지

I1-2-4.귀 은 앞으로 얼마 후에 수 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상하십니까?

1)6개월 이내

2)6개월 후 ~1년 이내

3)1년 후 ~3년 이내

4)3년 후

5)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6)잘 모르겠다

I1-2-5.귀 이 수 상에서 벗어났거나 벗어나더라도 국민기 생활보장의 여러 지

원 생계비를 제외하고 계속 받고 싶은 지원은 무엇입니까?다음 하나

만 말 해 주십시오.

1)의료비 지원

2)교육비 지원

3)주거비 지원

4)자활 련 지원

5)해산 여 지원

6)장례(장제) 여 지원

7)기타( )

→ 응답 후,J1.로 가시오.

I1-3.귀 이 수 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소득이 기 보다 많아서

2)자동차가 있어서

3)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4)살고 있는 집 이외의 재산이 기 보다 높아서

5)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기 보다 많아서

6)기타( )

7)잘 모르겠다

I1-4.수 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 의 생계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요한 순서

로 2가지만 말 해주십시오.

1순 2순

1)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친지 이웃의 도움

2)빚을 내어서 생활

3)민간단체의 도움

4)이 보다 더 약하며 생활

5) 축 등 있는 재산을 여서

6)공공기 로그램(공공근로 사업,차상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7)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 로그램 참여 제외)

8)기존에 받던 ‘가구원 일부수 가구’의 국민기 생활보장 여로

9)기타( )

→ 응답 후,J1.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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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귀 이 마지막으로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에서 벗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2)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서

3)상속,증여,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4)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5)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6)사망,이혼,분가 등 가구원수가 어들어서

7)가족의 병이 나아서

8)다른지역으로 이사하여서

9)소득,재산,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10)기타( )

I2-1.귀 이 수 자에서 벗어나게 되어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지원 생계비를 제외하고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1)의료비 지원

2)교육비 지원

3)주거비 지원

4)자활 련 지원

5)해산 여 지원

6)장례(장제) 여 지원

7)없다

8)기타( )



서울시 복지패 조사

26◀ 가구용 설문지

J.주거

J1.다음은 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 한 질문입니다.

※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거 황 응답표≫에 작성해 주십시오.

J1-1.귀 은 자가입니까?아니면 ․월세입니까?

J1-2.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 에 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아 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연

립주택은 동당 건축면 이 200평(660㎡)을 과하는 4층 이상 주택을 말합니다. 한 동당 건축면

이 200평(660㎡)이하 4층 이하 주택은 다세 (다가구)주택으로 규정됩니다.그리고 상가주택은

1·2층은 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을 말합니다.

▸ 원룸은 다가구주택을,오피스텔은 기타를 선택해 주십시오.

J1-3.귀 은 몇 평 (는 ___㎡)입니까?

▸ 단독주택에 ‘세’ 는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연건평/평수’란에 에서 사용하시는 주거면

만을 기입하여 주십시오.이 때 지면 은 기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아 트 등의 평수는 분양평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J1-4.(자가인 경우)이 집의 시가는 략 얼마입니까?

(세인 경우) 세 보증 은 얼마입니까?

(월세/기타인 경우)보증 과 월세는 각각 얼마입니까?

▸ 주택의 소유형태가 세일지라도 세 이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도 있습

니다.그러나 만약 세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

가 월세인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아니라면 리비(수도세, 기세 등)를 월세로

잘못 알고 포함시킨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J1-5.이 집의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J1-5-1.귀 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있습니까?

1)있다 → J1-5-1-1.로 가시오. 2)없다→ J1-5-2.로 가시오.

J1-5-1-1.상수도 시설이 있다면 단독으로 사용하십니까?

1)단독사용 2)공동사용

J1-5-2.귀 에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1)있다 → J1-5-2-1.로 가시오. 2)없다→ J1-5-3.으로 가시오.

J1-5-2-1.화장실이 있다면 단독으로 사용하십니까?

1)단독사용 2)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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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5-2-2.귀 의 화장실은 수세식입니까?

1)수세식 2)재래식

J1-5-3.귀 에는 목욕시설이 있습니까?

1)있다 → J1-5-3-1.로 가시오. 2)없다→ J1-5-4.으로 가시오.

J1-5-3-1.목욕시설이 있다면 단독으로 사용하십니까?

1)단독사용 2)공동사용

J1-5-4.귀 에는 온수시설이 있습니까?

1)있다 → J1-5-4-1.로 가시오. 2)없다→ J2.로 가시오.

J1-5-4-1.온수시설이 있다면 단독으로 사용하십니까?

1)단독사용 2)공동사용

≪주거 황 응답표≫

J1-1

입주형태
⑴ 자가 ⑵ 세 ⑶ 월세 ⑷ 기타

↓ ↓ ↓ ↓
J1-2 1)일반단독주택 7) 포주택등 복합용도주택

주택종류 2)다가구용단독주택 8)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3)다세 주택 9)오피스텔

4)연립주택(빌라) 10)비닐하우스,움막, 잣집

5)일반아 트 11)임시가건물(컨테이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6) 구임 아 트 12)기타 ( )

↓자가 ↓ 세 ↓월세 ↓기타

J1-3

지면

_______평

(_______㎡)

체평수 실제사용평수 실제사용평수 실제사용평수

평수

연건평

________평

(_______㎡)

_______평

(______㎡)

_______평

(_______㎡)

_______평

(_______㎡)

_______평

(________㎡)

↓자가 ↓ 세 ↓월세 ↓기타
J1-4 시가 임 보증 ______만원 임 보증 ______만원 임 보증 ______만원

시가 ______만원 월세 ______만원 월세 ______만원 월세 ______만원

↓
J1-5 시설종류 사용여부 사용형태 시설 형태

주거시설

상․하수도 (1)있음 (2)없음 (1)단독사용 (2)공동사용

화장실 (1)있음 (2)없음 (1)단독사용 (2)공동사용 (1)수세식 (2)재래식

목욕시설 (1)있음 (2)없음 (1)단독사용 (2)공동사용

온수시설 (1)있음 (2)없음 (1)단독사용 (2)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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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용

정말

그

다

체

로

그런

편이

다

보통

이다

별로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해당

없음

1) 재 살고 있는 집이 가족 수에 비해 좁다. (1) (2) (3) (4) (5)

2) 재 살고 있는 집이 노후 되어 있다. (1) (2) (3) (4) (5)

3) 재 살고 있는 집의 출 상환과 이자

부담이 크다.
(1) (2) (3) (4) (5) (9)

4) 재 살고 있는 집의 리비,난방비,

기,수도,가스비 부담이 크다.
(1) (2) (3) (4) (5)

5) 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환경이 안 하지

않다.
(1) (2) (3) (4) (5)

6) 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환경이 쾌 하지

않다.
(1) (2) (3) (4) (5)

7) 재 살고 있는 집의 근린생활환경이 불편

하다.
(1) (2) (3) (4) (5)

8) 재 살고 있는 집의 교통이 불편하

다.
(1) (2) (3) (4) (5)

9) 재 살고 있는 집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
(1) (2) (3) (4) (5)

J3.귀 은 앞으로 1-2년 이내에 재 사는 집보다 평수를 늘여 이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1)있다 2)없다

J4.[가구용에서 재 ․월세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경우]앞으로 1-2년 이내에 세나 월세 신 내집 마련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1)있다 2)없다→ J5.로 가시오.

J4-1.앞으로 1-2년 이내에 내 집 마련을 할 경우, 월세 보증 을 포함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거나 부담할

수 있는 액은 얼나마 되십니까? 출을 받거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제외하고 소득

과 자산 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액을 말 해 주십시오.

￭ ________________만원

J5.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내 집 마련보다는 주거환경만 좋다면 월세를 살아도 좋다

2)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J6.귀 의 가구원수를 고려할 때 귀하가 희망하는 주택의 평수는 몇 평입니까?

￭ ________________평



서울시 복지패 조사

가구용 설문지 ▶ 29

J7.귀 은 내 집 마련을 해 재 주택청약 ,청약부 ,청약 축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 2)아니오→ J8.로 가시오.

J7-1.가입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개월

J7-2.지 까지 납입하신 총 액은 얼마입니까?

￭ 액 만원

※ 문J8.~문J9.는 재 월세 주택 거주자에게만 질문을 해주십시오.

J8.서울시 장기임 주택(SHIFT)에 해 들어본 이 있거나 알고 있습니까?

1) 2)아니오→ [K.노인 부양]으로 가시오.

J9.서울시 장기임 주택(SHIFT)을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1)있다 2)없다→ J9-2.로 가시오.

J9-1.서울시 장기임 주택(SHIFT)을 신청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내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세로 사는 것을 선호해서

2)내 집을 소유하고 싶지만 경제 으로 형편이 안되서

3)서울시에 거주하고 싶어서

4)주변 세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어서

5) 세 인상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서

6)다른 가구원이 원해서

7)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응답 후,[K.노인 부양]으로 가시오.

J9-2.서울시 장기임 주택(SHIFT)을 신청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신청자격이 안되서

2)서울시 장기임 주택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3)원하는 지역에 들어서지 않아서

4)공 하는 평수가 작아서

5)임 주택이라 품질을 믿을 수 없어서

6)임 주택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어서

7)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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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노인 부양 (부양자녀용)

K1.(면 원 확인 후 기입)귀 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계십니까?

1) K1-1.로 가시오.

2)아니오 [L.미취학 아동_보육]으로 가시오.

K1-1.(면 원 확인 후 기입) 재 같이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몇 명입니까?

￭ _______________명

※ 각각의 만 65세 어르신에 하여 문K2.~문K8.에 해 질문하여 32페이지의《노인 부양

응답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 우선 첫 번째 어르신에 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K2.그 어르신의 가구원 번호는 몇 번입니까? ￭ _______________

K3.그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평소에 어떤 편인가요?

1)매우 건강하다

2) 체로 건강한 편이다

3)보통이다

4)별로 건강하지 않다

5)매우 건강하지 않다

K4.그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고 계십니까?해당되는 질병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고 압,뇌졸 ,고지 증,심근경색, 심증 등 순환기질환

2)당뇨병,갑상선 질환등 내분비계질환

3) 염,골다공증,신경통 등 근골격계 질환

4)만성기 지염,폐기종,천식,결핵 등 호흡기계질환

5)백내장,녹내장,만성 이염 등 ,코,귀의 질환

6) 암,간암,폐암,유방암, 장암,자궁경부암 등 암질환

7) 궤양,십이지장궤양, 염,장염,간염,간경변 등 소화기질환

8)만성신부 , 립선비 증 등 신장 비뇨기계질환

9)골 ,탈골 등의 사고 는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10)기타 다른 질환(노환 등)

11)질병 없음



서울시 복지패 조사

가구용 설문지 ▶ 31

K5.그 어르신은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때 어느 정도

의 도움의 필요하신가요?

내용
기능자립정도

완 자립 부분도움 완 도움

1)옷벗고 입기 (1) (2) (3)

2)세수하기 (1) (2) (3)

3)양치질하기 (1) (2) (3)

4)목욕하기 (1) (2) (3)

5)식사하기 (1) (2) (3)

6)체 변경하기(몸 치 바꾸기) (1) (2) (3)

7)일어나 앉기 (1) (2) (3)

8)옮겨 앉기 (1) (2) (3)

9)방 밖으로 나오기 (1) (2) (3)

10)화장실 사용하기 (1) (2) (3)

11) 변조 하기(변 가리기) (1) (2) (3)

12)소변조 하기(소변 가리기) (1) (2) (3)

13)머리감기 (1) (2) (3)

K6.그 어르신이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항 목
증상여부

아니오

1)방 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잊는다. (1) (2)

2)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른다. (1) (2)

3)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 (1) (2)

4)자신의 나이나 생년월일을 모른다. (1) (2)

5)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1) (2)

6)주어진 상황에 한 단력이 떨어져 있다. (1) (2)

7)의사소통이나 달에 장애가 있다. (1) (2)

8)계산을 하지 못한다. (1) (2)

9)하루 일과를 이해하지 못한다. (1) (2)

10)가족이나 친척을 알아보지 못한다. (1) (2)

※ 문K5.에서 한 가지라도 ‘부분도움’ 는 ‘완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문K7.~

문K8.을 질문해 주십시오.

※ 문K5.에서 모두 ‘완 자립’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다른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다면 문K2.

로 가고,다른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없다면 문K9.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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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 재 그 어르신을 주로 도와드리거나 간병 는 수발을 하고 계신 분은 구인가요?가구원

번호를 응답해 주십시오.

▸ 돌보는 사람이 가구원일 경우에는 가구원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998을 기입해 주십시오.

▸ 간병인, 출부,이웃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에는 999를 기입해 주십시오.

￭ _______________번 가구원

K8. 재 그 어르신을 도와드리거나 간병 는 수발을 하는 경우 귀 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어

느 정도 있으십니까?

내 용
매우

그 다

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1)간병 는 수발의 경제 인 비용부담이 크다. (1) (2) (3) (4) (5)

2)간병이나 수발을 하느라 집안일이나 직장 일을 하기
어렵다.

(1) (2) (3) (4) (5)

3)간병이나 수발을 하느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1) (2) (3) (4) (5)

4)간병이나 수발의 방법이나 요령을 모르겠다 . (1) (2) (3) (4) (5)

5)간병이나 수발로 인해 몸에 힘이 들고 지친다. (1) (2) (3) (4) (5)

6)간병이나 수발로 인해 정신 인 스트 스가 많다. (1) (2) (3) (4) (5)

7)간병이나 수발로 인해 개인 인 시간을 갖기 어렵다. (1) (2) (3) (4) (5)

※ 다른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없다면 문K9.로 가시고,있다면 문K2.로 가십시오.



서울시 복지패 조사

가구용 설문지 ▶ 33

《노인 부양 응답표》

내 용 1 2 3

K2.어르신 가구원 번호

K3.평소 건강상태

K4.어른신이

앓고 있는

질병 종류

1

2

3

K5.일상

생활 도움

필요한

정도

1)옷벗고 입기

2)세수하기

3)양치질하기

4)목욕하기

5)식사하기

6)체 변경하기(몸 치 바꾸기)

7)일어나 앉기

8)옮겨 앉기

9)방 밖으로 나오기

10)화장실 사용하기

11) 변조 하기(변 가리기)

12)소변조 하기(소변 가리기)

13)머리감기

K6.지난 한 달

동안

어르신의

상태

1)기억력

2)날짜 인지

3)장소 인지

4)나이 생년월일 인지

5)지시 이해

6)상황에 한 단력

7)의사소통 인지

8)계산 능력

9)하루일과 이해

10)가족,친지 인지

K7.어르신 수발 가구원 번호

K8.간병

수발로 인한

부담 정도

1)경제 부담

2)집안일,직장 부담

3)구직 부담

4)간병 수방 요령

5)몸이 힘든 정도

6)정신 스트 스

7)개인 시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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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번호
서비스 유형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한 이 있는 경우만)

있다 없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기 노령 연 (1) (2) (1) (2) (3) (4) (5)

2 의료비지원(무료건강진단) (1) (2) (1) (2) (3) (4) (5)

3 무료 식(동사무소나 사회복지 등) (1) (2) (1) (2) (3) (4) (5)

4 물품지원(식료품,의류,가구 등) (1) (2) (1) (2) (3) (4) (5)

5 가정 사(청소,세탁,식사 비 등) (1) (2) (1) (2) (3) (4) (5)

6 식사(혹은 반찬)배달 서비스 (1) (2) (1) (2) (3) (4) (5)

7 방문간호,간병 (1) (2) (1) (2) (3) (4) (5)

8 교통수당 (1) (2) (1) (2) (3) (4) (5)

9

주간,단기보호시설

(낮 혹은 일정기간 동안 복지 등에

서 보호해 주는 것)

(1) (2) (1) (2) (3) (4) (5)

10 취업 지원(취업알선 등) (1) (2) (1) (2) (3) (4) (5)

11
여가활동(노인 학 등의 사회 교육

포함)
(1) (2) (1) (2) (3) (4) (5)

12 기타( ) (1) (2) (1) (2) (3) (4) (5)

K9.귀 은 어르신 부양을 해 정부나 공공기 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1)매우 도움이 필요하다

2) 체로 도움이 필요한 편이다

3)보통이다

4)별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5)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K10.어르신 부양과 련하여 재 정부나 공공기 는 다른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고 계신가

요?다음에 불러드리는 노인복지 서비스나 로그램 에서 재 도움을 받고 계시는 서비

스의 이용경험과 만족도에 해 말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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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번호
서비스 유형

필요 정도

정말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1 기 노령 연 (1) (2) (3) (4) (5)

2 의료비지원(무료건강진단) (1) (2) (3) (4) (5)

3 무료 식(동사무소나 사회복지 등) (1) (2) (3) (4) (5)

4 물품지원(식료품,의류,가구 등) (1) (2) (3) (4) (5)

5 가정 사(청소,세탁,식사 비 등) (1) (2) (3) (4) (5)

6 식사(혹은 반찬)배달 서비스 (1) (2) (3) (4) (5)

7 방문간호,간병 (1) (2) (3) (4) (5)

8 교통수당 (1) (2) (3) (4) (5)

9

주간,단기보호시설

(낮 혹은 일정기간 동안 복지 등에서

보호해 주는 것)

(1) (2) (3) (4) (5)

10 취업 지원(취업알선 등) (1) (2) (3) (4) (5)

11 여가활동(노인 학 등의 사회 교육 포함) (1) (2) (3) (4) (5)

12 기타( ) (1) (2) (3)

K11.향후 어르신 부양과 련한 복지서비스에 하여 귀 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어느 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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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미취학 아동_보육

※ 만 6세 이하(미취학)아동의 부모가 가구 내에 없고,응답자 본인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주된 양육

자이거나 가구의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L1.(면 원 확인 후 기록)귀 에는 재 같이 살고 있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있습니까?

1)있다 L1-1.로 가시오.

2)없다 [M.자녀교육]으로 가시오.

L1-1.(면 원 확인 후 기록) 재 같이 살고 있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몇 명입니까?

￭ _______________명

※ 각각의 아동에 해 문L2.~문L4-5.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 문L2.~문L3-2.는 다음 페이지의 《미취학 아동_보육 응답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 우선 첫 번째 아동에 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L2.그 자녀의 가구원 번호는 몇 번입니까? ￭ _______________

L3.그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구입니까?돌 주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돌 주는 모든 사람

에 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v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집에서 개별 으로 돌보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v 돌보는 사람이 가구원일 경우에는 가구원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v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998을 기입해 주십시오.

v 베이비시터나 출부,이웃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에는 999를 기입해 주십시오.

￭ 그 자녀를 돌 주는 가구원 번호

L3-1.이 분은 그 자녀를 일주일에 몇 일,하루 평균 몇 시간 돌 주고 계십니까?

▸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있는 시간은 돌보는 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부모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게 가지 않아 하루종일 돌보는 경우는 1주일 7일,하루 평균

24시간이 됩니다.

￭ 1주일 __________일 ￭ 하루 평균____________시간

L3-2.이 분에게 돌 의 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v 지불하는 비용이 없는 경우,0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월평균_______________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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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_보육 응답표≫

L2.
미취학
자녀번호

L3.
돌보는 사람
(가구원 번호
는 998/999)

L3-1.
돌 주는 시간

L3-2.
지불 비용

(1) 일주일 평균____________시간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2) 일주일 평균____________시간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3) 일주일 평균____________시간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4) 일주일 평균____________시간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5) 일주일 평균____________시간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1) 일주일 평균____________시간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2) 일주일 평균____________시간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3) 일주일 평균____________시간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4) 일주일 평균____________시간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5) 일주일 평균____________시간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1) 일주일 평균____________시간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2) 일주일 평균____________시간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3) 일주일 평균____________시간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4) 일주일 평균____________시간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5) 일주일 평균____________시간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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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L4.~문L4-4.는 39페이지의 《미취학 아동_교육 응답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L4.그 자녀를 다음 보기의 보육시설 혹은 사교육 시설에 보내고 계십니까?보내고 있는 사교육

시설을 모두 말 해 주십시오.

v 기 시설이 하나 이상인 경우,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v 교과목과 체능을 같이 담당하는 종합학원의 경우 교과목 학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v 보내시는 교과목 학원이 하나 이상인 경우,해당 시설들을 모두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로, 어 학원을 두 곳,수학 학원을 두 곳,국어 학원을 한 곳,총 다섯 군데의 교과목

학원에 보내시는 경우,문4에는 3)학원(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으로 응답하시고,문

4-2,4-3,4-4에는 이들 다섯 개의 학원에 다니는 일수,시간,비용을 모두 합산해서 응답

해 주십시오.)

1)유치원 L4-1.로 가시오.

2)어린이집,놀이방 L4-2.로 가시오.

3)학원(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 L4-3.로 가시오.

4)학원(피아노,태권도 등 체능 학원) L4-3.로 가시오.

5)개인교습(학습지나 재택과외 포함) L4-3.로 가시오.

6) 체능 개인교습 L4-3.로 가시오.

7)보내지 않는다 다른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 L2.로,없으면 L5.로 가시오.

8)기타 ( ) L4-3.로 가시오.

L4-1.[L4.에서 1)유치원에 응답한 경우]이 시설(들)은 국공립시설입니까,민간시설입니까?

v 유치원이 국공립시설인지 민간시설인지를 응답하여 주십시오.지방자치단체에서 운 (탁

운 )하는 시설은 국공립시설이며,비 리법인이나 종교단체나 개인이 운 하는 시설은 민

간시설입니다.후자에는 부모가 조합의 형태로 운 하는 시설도 포함됩니다.

1)국공립 2)민간시설

응답 후,L4-3.으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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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2.[L4.에서 2)어린이집,놀이방에 응답한 경우]이 시설(들)은 국공립시설입니까,민간시설입

니까?

v 국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 (탁운 포함)하는 시설 에서 직장

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v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 하는 시설을 말한다.

v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 리법인,비 리단체 는 개인이 설치․운 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는 부모 동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v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하여 단독 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는

그에 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집거주지역에 설치․운 하는 시

설(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하여 설치․운 하는 시설을 포함한

다)을 말한다.

v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는 그에 하는 곳에 설치․운 하는 시설을 말한다.

v 부모 동보육시설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 하는 시설을 말한다.

1)국공립보육시설 3)민간보육시설 5)가정보육시설

2)법인보육시설 4)직장보육시설 6)부모 동보육시설

L4-3.1주일에 며칠 동안 이 시설을 이용하십니까?

￭ 1주일 평균 ____________일

L4-4.1주일에 몇 시간 동안 이 시설을 이용하십니까?

￭ 평일 하루평균 시간

￭ 주말 총 시간

L4-5.이 시설을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한 달 평균 얼마정도 입니까?

￭ 월평균 ______________만원

※ 다른 미취학 아동이 없다면 문L5.로 가시고,있다면 문L2.로 돌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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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_교육 응답표≫

L2.
미취학
자녀
번호

L4.
보육/
사교육
시설

L4-1.
유치원
시설
종류

L4-2.
보육
시설
종류

L4-3.
시설
이용일

L4-4.
시설이용시간

L4-5.
비용

(1)
1)국공립

2)민간

1)국공립

2)법인

3)민간

4)직장

5)가정

6)부모 동

1주일

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_시간

주말 총 ____시간 월평균_________만원

(2)
1)국공립

2)민간

1)국공립

2)법인

3)민간

4)직장

5)가정

6)부모 동

1주일

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_시간

주말 총 ____시간 월평균_________만원

(3)
1)국공립

2)민간

1)국공립

2)법인

3)민간

4)직장

5)가정

6)부모 동

1주일

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_시간

주말 총 ____시간 월평균_________만원

(4)
1)국공립

2)민간

1)국공립

2)법인

3)민간

4)직장

5)가정

6)부모 동

1주일

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_시간

주말 총 ____시간 월평균_________만원

(5)
1)국공립

2)민간

1)국공립

2)법인

3)민간

4)직장

5)가정

6)부모 동

1주일

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_시간

주말 총 ____시간 월평균_________만원

(1)
1)국공립

2)민간

1)국공립

2)법인

3)민간

4)직장

5)가정

6)부모 동

1주일

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_시간

주말 총 ____시간 월평균_________만원

(2)
1)국공립

2)민간

1)국공립

2)법인

3)민간

4)직장

5)가정

6)부모 동

1주일

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_시간

주말 총 ____시간 월평균_________만원

(3)
1)국공립

2)민간

1)국공립

2)법인

3)민간

4)직장

5)가정

6)부모 동

1주일

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_시간

주말 총 ____시간 월평균_________만원

(4)
1)국공립

2)민간

1)국공립

2)법인

3)민간

4)직장

5)가정

6)부모 동

1주일

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_시간

주말 총 ____시간 월평균_________만원

(5)
1)국공립

2)민간

1)국공립

2)법인

3)민간

4)직장

5)가정

6)부모 동

1주일

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_시간

주말 총 ____시간 월평균_________만원

(1)
1)국공립

2)민간

1)국공립

2)법인

3)민간

4)직장

5)가정

6)부모 동

1주일

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_시간

주말 총 ____시간 월평균_________만원

(2)
1)국공립

2)민간

1)국공립

2)법인

3)민간

4)직장

5)가정

6)부모 동

1주일

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_시간

주말 총 ____시간 월평균_________만원

(3)
1)국공립

2)민간

1)국공립

2)법인

3)민간

4)직장

5)가정

6)부모 동

1주일

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_시간

주말 총 ____시간 월평균_________만원

(4)
1)국공립

2)민간

1)국공립

2)법인

3)민간

4)직장

5)가정

6)부모 동

1주일

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_시간

주말 총 ____시간 월평균_________만원

(5)
1)국공립

2)민간

1)국공립

2)법인

3)민간

4)직장

5)가정

6)부모 동

1주일

평균____일

평일하루평균____시간

주말 총 ____시간 월평균_________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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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L4.에서 미취학 아동이 한 가지라도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문L5.로 가시

고,한 가지라도 받고 있지 않다면 문L6.으로 가십시오.

L5.귀 의 미취학 아동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로 인해 경제 으로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미취학 아동 자녀 모두에게 지불하는 사교육비 체에 해 답해 주십시오.

1)매우 부담된다

2)약간 부담된다

3)보통이다

4)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5) 부담되지 않는다

L6.귀 에서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내 용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

이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1)내가 일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 (1) (2) (3) (4) (5)

2)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없

다.
(1) (2) (3) (4) (5)

3)자녀를 돌보거나 유치원 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용의

부담이 크다.
(1) (2) (3) (4) (5)

4)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1) (2) (3) (4) (5)

5)유치원 시설이 낙후된 것 같다. (1) (2) (3) (4) (5)

6)유치원 로그램이 낙후된 것 같다. (1) (2) (3) (4) (5)

L7.귀 은 자녀 보육을 해 정부나 공공기 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1)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2) 체로 지원이 필요한 편이다

3)보통이다

4)별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5)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서울시 복지패 조사

42◀ 가구용 설문지

서비스

번호
서비스 유형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한 이 있는 경우만)

있다 없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보육료 감면 보조 학비지원 (1) (2) (1) (2) (3) (4) (5)

2 ․유아 상 의료비지원 (1) (2) (1) (2) (3) (4) (5)

3
상담(아동상담 로그램,아동을

한 부모상담․부모교육 등)
(1) (2) (1) (2) (3) (4) (5)

4 아이돌보미서비스 (1) (2) (1) (2) (3) (4) (5)

5 다자녀가구 출산지원 (1) (2) (1) (2) (3) (4) (5)

6 무료 식 (1) (2) (1) (2) (3) (4) (5)

서비스

번호
서비스 유형

필요 정도

정말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1 보육료 감면 보조 학비지원 (1) (2) (3) (4) (5)

2 ․유아 상 의료비지원 (1) (2) (3) (4) (5)

3
상담(아동상담 로그램,아동을 한

부모상담․부모교육 등)
(1) (2) (3) (4) (5)

4 아이돌보미서비스 (1) (2) (3) (4) (5)

5 다자녀가구 출산지원 (1) (2) (3) (4) (5)

6 무료 식 (1) (2) (3) (4) (5)

L8.자녀보육과 련하여 재 정부나 공공기 는 다른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다

음에 불러드리는 자녀보육 련 서비스나 로그램 에서 재 도움을 받고 계시는 서비스의

이용경험과 만족도에 해 말 해 주십시오.

L9.향후 보육과 련한 복지서비스에 하여 귀 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어느 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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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학령기

자녀번호

M3.

재학 인 학교

1) 등학교 4)학교에다니지않는다(재수생,검정고시제외)

2) 학교 5) 재 재수 는 검정고시를 비하고 있다

3)고등학교

1) 등학교 4)학교에다니지않는다(재수생,검정고시제외)

2) 학교 5) 재 재수 는 검정고시를 비하고 있다

3)고등학교

1) 등학교 4)학교에다니지않는다(재수생,검정고시제외)

2) 학교 5) 재 재수 는 검정고시를 비하고 있다

3)고등학교

M.자녀교육(, ,고 연령 )

※ 만 7세에서 만 18세까지 자녀의 부모가 가구 내에 없고,응답자 본인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주된

양육자이거나 가구의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M1.(면 원 확인 후 기록)귀 에는 재 같이 살고 있는 자녀 만 7세에서 만 18세까지의

등학생, 학생 는 고등학생 연령 의 자녀가 있습니까?

1)있다 M1-1.로 가시오.

2)없다 [N.장애 재활]로 가시오.

M1-1.(면 원 확인 후 기록) 재 같이 살고 있는 자녀 만 7세에서 만 18세까지의 등학

생, 학생 는 고등학생 연령 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 _______________명

※ 각각의 만 7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자녀에 해 문M2.~문M4-3.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 문M2.~문M3.까지는 아래 ≪자녀교육 응답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 우선 첫 번째 아동에 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M2.그 자녀의 가구원 번호는 몇 번입니까? ￭ _______________

M3. 재 이 자녀는 등학교, 학교,고등학교 에서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

1) 등학교

2) 학교

3)고등학교

4)학교에 다니지않는다(재수생,검정고시제외)

5) 재 재수 는 검정고시를 비하고 있다

≪응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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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M4.~문M5-6.까지는 45페이지의 ≪자녀교육 응답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M4. 재 이 자녀는 평일 방과후 시간에 무엇을 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까?방과후 하는 활동

과 활동 시간을 분으로 환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방과후 활동 활동 여부
소비하는

하루 평균 시간

1)TV나 비디오 시청
(1)한다

(2)안한다
하루 평균 _______분

2)동아리 활동
(1)한다

(2)안한다
하루 평균 _______분

3)학원이나 과외
(1)한다

(2)안한다
하루 평균 _______분

4)게임 인터넷
(1)한다

(2)안한다
하루 평균 _______분

5)아르바이트
(1)한다

(2)안한다
하루 평균 _______분

6)종교활동
(1)한다

(2)안한다
하루 평균 _______분

7)스포츠
(1)한다

(2)안한다
하루 평균 _______분

M5. 재 이 자녀는 다음 보기의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v 이용하는 기 시설이 하나 이상인 경우,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v 교과목과 체능을 같이 담당하는 종합학원의 경우 교과목 학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v 보내시는 학원이 하나 이상인 경우,해당 시설들을 모두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로,

어 학원을 두 곳,피아노 학원 두 곳,학습지 교습을 한 곳,총 다섯 군데의 사교육 서비

스를 이용하는 경우,문M5-1,M5-2,M5-3에는 이들 다섯 개의 이용 일수,시간,비용을 모

두 합산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1)학원(어,수학 등 교과목학원)

2)학원(피아노,태권도 등 체능 학원)

3)방과 후 교실(복지 ,방과 후 담 어린이집 등)

4)방과 후 학교(학교)

5)직장보육시설

6)교과목 개인교습(학습지나 재택과외 포함)

7)이용하지 않는다 M5-4.로 가시오.

8)기타

M5-1.1주일에 며칠 동안 이 사교육시설을 이용합니까?

￭ 1주일 평균 ____________일

M5-2.1주일에 모두 몇 시간 동안 이 사교육시설을 이용합니까?

￭ 평일 하루 평균 _________시간

￭ 주말 총 _________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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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3.이 사교육시설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한 달 평균 얼마정도 입니까?

￭ 월평균 _________________만원

M5-4.일상 인 화 이외에 부모가 자녀와 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1)자주 화한다

2)조 화한다

3)거의 화하지 않는다

4) 화하지 않는다

5)잘 모른다

6)해당 없음

M5-5.다음의 문제에 하여 이 자녀와 평소에 화를 하십니까?아래 보기 ,가장 많이

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 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는 ‘12) 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고 다음 질문으로 가십시오.

1)자녀의 취업이나 진로에 하여 9)자녀의 미래희망에 하여

2)자녀의 학업성 과 진학에 하여 10)나자신의 고민이나 문제에 하여

3)자녀의 학교생활에 하여 11)집안의 경제사정에 하여

4)자녀의 생활 습 에 하여 12) 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

5)자녀의 동성친구에 하여 13)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6)자녀의 이성친구나 결혼에 하여 14)잘 모른다

7)부모님이나 친척,친지에 하여

8)자녀의 학교과목이외의 활동(취미,종교)에 하여

M5-6.귀 자녀의 학업성 은 어떻습니까?

상 하

체 으로 (1) (2) (3)

※ 다른 학령기 자녀가 없다면 문M6.으로 가시고,있다면 문M2.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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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 응답표≫

M2.

학령기

자녀

번호

M4.방과후

활동
M5.

사교육

서비스

종류

M5-1.

1주일

평균시설

이용일

M5-2.

평일/주말

평균시설

이용시간

M5-3.

비용

M5-4.

화

정도

M5-5.

주로

하는

화

M5-6.

자녀

학업

성
활동

종류

활동

여부

활동

시간

1)TV/

비디오

(1)한다

(2)안한다

하루평균

____시간

1주일 평균

____일

하루평균_____시간

주말 총_____시간

월평균

______만원

2)동아리
(1)한다

(2)안한다

하루평균

____시간

1주일 평균

____일

하루평균_____시간

주말 총_____시간

월평균

______만원

3)게임/

인터넷

(1)한다

(2)안한다

하루평균

____시간

1주일 평균

____일

하루평균_____시간

주말 총_____시간

월평균

______만원

4)아르

바이트

(1)한다

(2)안한다

하루평균

____시간

1주일 평균

____일

하루평균_____시간

주말 총_____시간

월평균

______만원

5)종교

활동

(1)한다

(2)안한다

하루평균

____시간

1주일 평균

____일

하루평균_____시간

주말 총_____시간

월평균

______만원

1)TV/

비디오

(1)한다

(2)안한다

하루평균

____시간

1주일 평균

____일

하루평균_____시간

주말 총_____시간

월평균

______만원

2)동아리
(1)한다

(2)안한다

하루평균

____시간

1주일 평균

____일

하루평균_____시간

주말 총_____시간

월평균

______만원

3)게임/

인터넷

(1)한다

(2)안한다

하루평균

____시간

1주일 평균

____일

하루평균_____시간

주말 총_____시간

월평균

______만원

4)아르

바이트

(1)한다

(2)안한다

하루평균

____시간

1주일 평균

____일

하루평균_____시간

주말 총_____시간

월평균

______만원

5)종교

활동

(1)한다

(2)안한다

하루평균

____시간

1주일 평균

____일

하루평균_____시간

주말 총_____시간

월평균

______만원

1)TV/

비디오

(1)한다

(2)안한다

하루평균

____시간

1주일 평균

____일

하루평균_____시간

주말 총_____시간

월평균

______만원

2)동아리
(1)한다

(2)안한다

하루평균

____시간

1주일 평균

____일

하루평균_____시간

주말 총_____시간

월평균

______만원

3)게임/

인터넷

(1)한다

(2)안한다

하루평균

____시간

1주일 평균

____일

하루평균_____시간

주말 총_____시간

월평균

______만원

4)아르

바이트

(1)한다

(2)안한다

하루평균

____시간

1주일 평균

____일

하루평균_____시간

주말 총_____시간

월평균

______만원

5)종교

활동

(1)한다

(2)안한다

하루평균

____시간

1주일 평균

____일

하루평균_____시간

주말 총_____시간

월평균

______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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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귀 의 학령기 자녀의 교육비로 인해 경제 으로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학령기인 자

녀 모두에게 지불하는 사교육비 체를 고려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매우 부담된다

2)약간 부담된다

3)보통이다

4)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5) 부담되지 않는다

M7.귀하는 고 연령 자녀(들)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 용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별로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조

걱정하는

편이다

많이

걱정하는

편이다

1)자녀(들)의 학업성 과 진학 문제로 (1) (2) (3) (4) (5)

2)자녀(들)의 동성친구문제로 (1) (2) (3) (4) (5)

3)자녀(들)의 이성친구문제로 (1) (2) (3) (4) (5)

4)자녀(들)의 성격이나 정서 인 문제로 (1) (2) (3) (4) (5)

5)자녀(들)의 생활 습 문제로 (1) (2) (3) (4) (5)

6)자녀(들)의 건강문제로 (1) (2) (3) (4) (5)

M8.귀하의 배우자는 고 연령 자녀(들)와 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1)자주 화한다

2)가끔 화한다

3)거의 화하지 않는다

4) 화하지 않는다

5)잘 모른다

6)해당 없음(배우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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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번호
서비스 유형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한 이 있는 경우만)

있다 없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고민이나 문제에 한 상담 (1) (2) (1) (2) (3) (4) (5)

2 학습지도(숙제,문제집풀이 등) (1) (2) (1) (2) (3) (4) (5)

3
생활을 도와주기 한 자원 사

자 방문(청소,빨래,식사 등)
(1) (2) (1) (2) (3) (4) (5)

4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 등 (1) (2) (1) (2) (3) (4) (5)

5 캠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1) (2) (1) (2) (3) (4) (5)

6
견학,문화체험 방문 등의 당일

활동
(1) (2) (1) (2) (3) (4) (5)

7
성격이나 친구 계 향상을 한

집단 로그램
(1) (2) (1) (2) (3) (4) (5)

서비스

번호
서비스 유형

필요 정도

정말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1 고민이나 문제에 한 상담 (1) (2) (3) (4) (5)

2 학습지도(숙제,문제집풀이 등) (1) (2) (3) (4) (5)

3
생활을 도와주기 한 자원 사자

방문(청소,빨래,식사 등)
(1) (2) (3) (4) (5)

4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 등 (1) (2) (3) (4) (5)

5 캠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1) (2) (3) (4) (5)

6 견학,문화체험 방문 등의 당일 활동 (1) (2) (3) (4) (5)

7
성격이나 친구 계 향상을 한

집단 로그램
(1) (2) (3) (4) (5)

M9.귀 은 자녀교육과 련하여 다음의 서비스나 로그램 에서 재 도움을 받고 계시는 서

비스의 이용경험과 만족도에 해 말 해 주십시오.

M10.향후 자녀교육 련 복지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귀 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어느 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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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체장애 (6)안면장애 (11)호흡기장애

(2)뇌병변장애 (7)신장장애 (12)장루․요루장애

(3)시각장애 (8)지 장애 (13)간질장애

(4)청각장애 (9)심장장애 (14)정신장애

(5)언어장애 (10)간장애 (15)발달장애(자폐증)

(1)지체장애 (6)안면장애 (11)호흡기장애

(2)뇌병변장애 (7)신장장애 (12)장루․요루장애

(3)시각장애 (8)지 장애 (13)간질장애

(4)청각장애 (9)심장장애 (14)정신장애

(5)언어장애 (10)간장애 (15)발달장애(자폐증)

N.장애 재활

N1.귀 의 가구원 재 장애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 장애의 종류 》

1)있다 2)없다 → [O.복지서비스]로 가시오.

N2.귀 에 장애가 있는 가구원은 몇 분이신가요?

￭ _____분

※ 각각의 장애를 앓고 계신 가구원에 해 문N3.~문N7.까지 질문하여 다음 페이지의《장

애 재활 응답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 우선 첫 번째 가구원에 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N3. 재 장애가 있는 가구원은 어느 분이십니까?

1)가구원 번호 ________

2)가구원 이름 ________

N4.그 가구원의 주된 장애는 다음 어디에 해당하나요?(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말 해 주세요)

《 장애의 종류 》

1)주된 장애 종류 _____

2)주된 장애 종류 _____

3)주된 장애 종류 _____

N5.해당기 에 장애인 등록을 하셨습니까?

1)등록했다.

2)등록하지 않았다.→ N7.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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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그 가구원이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된 장애 등 은 어느 등 인가요?

￭ _____등 → 응답 후,N8.로 가시오.

N7.장애가 있는 데도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1)등록 차와 방법을 몰라서

2)등록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3)등록하는데 비용이 들 것 같아서

4)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

5)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6)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7)등록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8)앞으로 장애상태가 호 될 것 같아서

9)기타( )

※ 다른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없다면 문N8.로 가시고,있다면 문N3.으로 돌아가십시오.

≪장애 재활 응답표≫

N3.장애 가구원 N4.

장애 종류

N5.장애등록

여부

N6.장애

등

N7.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가구원 번호 가구원 이름

(1)등록 (2)비등록 ______등

(1)등록 (2)비등록 ______등

(1)등록 (2)비등록 ______등

(1)등록 (2)비등록 ______등

(1)등록 (2)비등록 ______등

(1)등록 (2)비등록 ______등

(1)등록 (2)비등록 ______등

(1)등록 (2)비등록 ______등

(1)등록 (2)비등록 ______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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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번호
서비스 유형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한 이 있는 경우만)

있다 없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장애수당(장애아부양수당) (1) (2) (1) (2) (3) (4) (5)

2 교육비 지원 (1) (2) (1) (2) (3) (4) (5)

3 의료비지원 (1) (2) (1) (2) (3) (4) (5)

4 각종 세 면제 /요 할인 (1) (2) (1) (2) (3) (4) (5)

5 장애인자립자 여 (1) (2) (1) (2) (3) (4) (5)

6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1) (2) (1) (2) (3) (4) (5)

7 직업재활 훈련 (1) (2) (1) (2) (3) (4) (5)

8 재활시설 그룹홈 (1) (2) (1) (2) (3) (4) (5)

9 방문간호,가정간호 (1) (2) (1) (2) (3) (4) (5)

10 가정 사원 (1) (2) (1) (2) (3) (4) (5)

11 재활병원 (1) (2) (1) (2) (3) (4) (5)

12 주간,단기보호시설 (1) (2) (1) (2) (3) (4) (5)

13 장애인 택시/셔틀 (1) (2) (1) (2) (3) (4) (5)

14 장애인심부름센터 (1) (2) (1) (2) (3) (4) (5)

15 장애인체육 (1) (2) (1) (2) (3) (4) (5)

16 자립생활센터 (1) (2) (1) (2) (3) (4) (5)

17 기타( ) (1) (2) (1) (2) (3) (4) (5)

N8.장애가 있는 가구원을 돌보는 것이 귀하의 생활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내 용
매우

그 다

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1)외출이나 취미생활 등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1) (2) (3) (4) (5)

2)나의 건강이 나빠졌다. (1) (2) (3) (4) (5)

3)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심리 으로 스트 스가 된다. (1) (2) (3) (4) (5)

4)장애인에게 들어가는 추가 비용 (병원비,교육비

등)이 부담된다.
(1) (2) (3) (4) (5)

N9.귀 은 장애가 있는 가구원과 련하여 정부나 공공기 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1)매우 도움이 필요하다

2) 체로 도움이 필요한 편이다

3)보통이다

4)별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5)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N10.귀 은 장애가 있는 가구원과 련하여 재 정부나 공공기 는 다른 민간단체의 지원

을 받고 계신가요?다음에 불러드리는 서비스나 로그램 에서 재 도움을 받고 계시는

서비스 이용경험과 만족도에 해 말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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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번호
서비스 유형

필요 정도

정말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1 장애수당(장애아부양수당) (1) (2) (3) (4) (5)

2 교육비 지원 (1) (2) (3) (4) (5)

3 의료비지원 (1) (2) (3) (4) (5)

4 각종 세 면제 /요 할인 (1) (2) (3) (4) (5)

5 장애인자립자 여 (1) (2) (3) (4) (5)

6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1) (2) (3) (4) (5)

7 직업재활 훈련 (1) (2) (3) (4) (5)

8 재활시설 그룹홈 (1) (2) (3) (4) (5)

9 방문간호,가정간호 (1) (2) (3) (4) (5)

10 가정 사원 (1) (2) (3) (4) (5)

11 재활병원 (1) (2) (3) (4) (5)

12 주간,단기보호시설 (1) (2) (3) (4) (5)

13 장애인 택시/셔틀 (1) (2) (3) (4) (5)

14 장애인심부름센터 (1) (2) (3) (4) (5)

15 장애인체육 (1) (2) (3) (4) (5)

16 자립생활센터 (1) (2) (3) (4) (5)

17 기타( ) (1) (2) (3)

N11.향후 장애 련 복지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귀 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어느

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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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액(원/월)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기 870,000 1,470,000 1,950,000 2,410,000 2,810,000 3,220,000

서비스

번호
서비스 유형

이용 경험 만족도 (이용한 이 있는 경우만)

있다 없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생계비 지원 (1) (2) (1) (2) (3) (4) (5)

2 교육비지원 (1) (2) (1) (2) (3) (4) (5)

3 취업지원 (1) (2) (1) (2) (3) (4) (5)

4 주거비지원 (1) (2) (1) (2) (3) (4) (5)

5 구 임 주택 (1) (2) (1) (2) (3) (4) (5)

6 공공(국민)임 주택 (1) (2) (1) (2) (3) (4) (5)

7 세자 (융자)지원(소득·근로자·서민) (1) (2) (1) (2) (3) (4) (5)

8 소득층 월세지원 (1) (2) (1) (2) (3) (4) (5)

9 주택구입자 (융자)지원 (근로자·서민) (1) (2) (1) (2) (3) (4) (5)

10 의료비지원(해산 장제비 포함) (1) (2) (1) (2) (3) (4) (5)

11 상담서비스 (1) (2) (1) (2) (3) (4) (5)

12 여가 문화활동 지원 (1) (2) (1) (2) (3) (4) (5)

13 물품지원 (1) (2) (1) (2) (3) (4) (5)

14 가정 사지원 (1) (2) (1) (2) (3) (4) (5)

15 식사배달 (1) (2) (1) (2) (3) (4) (5)

O.복지서비스 수요

※ 문O1.~문O7.까지는 소득이 최 생계비의 200% 이하인 가구에만 질문해 주십시오.그

지 않은 가구는 문O8.로 가십시오.

≪최 생계비 200% 기 ≫

O1.귀 은 생활비나 가구소득을 해 정부나 공공기 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1)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2) 체로 지원이 필요하다

3)보통이다

4)별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5)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O2.복지서비스와 련하여 재 정부나 공공기 의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다음에 불러드리는

서비스나 로그램 에서 재 도움을 받고 계시는 서비스 이용경험과 만족도에 해 말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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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향후 복지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귀 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어느 정도 인가

요?

서비스

번호
서비스 유형

필요 정도

정말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1 생계비 지원 (1) (2) (3) (4) (5)

2 교육비지원 (1) (2) (3) (4) (5)

3 취업지원 (1) (2) (3) (4) (5)

4 주거비지원 (1) (2) (3) (4) (5)

5 구 임 주택 (1) (2) (3) (4) (5)

6 공공(국민)임 주택 (1) (2) (3) (4) (5)

7 세자 (융자)지원(소득·근로자·서민) (1) (2) (3) (4) (5)

8 소득층 월세지원 (1) (2) (3) (4) (5)

9 주택구입자 (융자)지원(근로자·서민) (1) (2) (3) (4) (5)

10 의료비지원(해산 장제비 포함) (1) (2) (3) (4) (5)

11 상담서비스 (1) (2) (3) (4) (5)

12 여가 문화활동 지원 (1) (2) (3) (4) (5)

13 물품지원 (1) (2) (3) (4) (5)

14 가정 사지원 (1) (2) (3) (4) (5)

15 식사배달 (1) (2) (3) (4) (5)

O4.귀 에서 생활하는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내 용
매우

그

다

체

로

그런

편이

다

보통

이다

별로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해당

없음

1) 재 일자리에서 받는 수입으로 생활하기가 어렵

다.
(1) (2) (3) (4) (5) (9)

2) 재 일하는 일자리를 곧 그만두게 될 것 같다. (1) (2) (3) (4) (5) (9)

3)일자리 보다는 작은 규모라도 창업을 하고 싶다. (1) (2) (3) (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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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귀 은 일자리 는 창업과 련하여 정부나 공공기 는 다른 민간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1)정말 그 다

2) 체로 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4)별로 그 지 않다

5) 그 지 않다

O6.귀 은 일자리/창업 련 복지서비스와 련하여 재 정부나 공공기 는 다른 민간단체

의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다음에 불러드리는 일자리 련 복지서비스나 로그램 에서

재 도움을 받고 계시는 서비스를 모두 말 해 주세요.

서비스

번호
서비스 유형

이용경험 이용만족도(이용한 이 있는 경우만)

있다 없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구직

서비스

구직 알선 (1) (2) (1) (2) (3) (4) (5)

구직 세일즈 (1) (2) (1) (2) (3) (4) (5)

2 직업훈련

직업훈련 (1) (2) (1) (2) (3) (4) (5)

직업 응훈련 (1) (2) (1) (2) (3) (4) (5)

3 자활

자활공동체 (1) (2) (1) (2) (3) (4) (5)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1) (2) (1) (2) (3) (4) (5)

인턴형 자활근로 (1) (2) (1) (2) (3) (4) (5)

사회 일자리형 자활근로 (1) (2) (1) (2) (3) (4) (5)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1) (2) (1) (2) (3) (4) (5)

4 기타

창업지원 (1) (2) (1) (2) (3) (4) (5)

재활 로그램 (1) (2) (1) (2) (3) (4) (5)

지역 사 (1) (2)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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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번호
서비스 유형

필요 정도

정말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1
구직

서비스

구직 알선 (1) (2) (3) (4) (5)

구직 세일즈 (1) (2) (3) (4) (5)

2
직업

훈련

직업훈련 (1) (2) (3) (4) (5)

직업 응훈련 (1) (2) (3) (4) (5)

3 자활

자활공동체 (1) (2) (3) (4) (5)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1) (2) (3) (4) (5)

인턴형 자활근로 (1) (2) (3) (4) (5)

사회 일자리형 자활근로 (1) (2) (3) (4) (5)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1) (2) (3) (4) (5)

4 기타

창업지원 (1) (2) (3) (4) (5)

재활 로그램 (1) (2) (3) (4) (5)

지역 사 (1) (2) (3) (4) (5)

O7.향후 일자리/창업 련 복지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귀 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어느 정도인가요?

O8.지난 1년(2008.1.1-2008.12.31)동안 귀 에는 질병 는 노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 는

요양 이거나 수술 치료,재활 등으로 경제 부담이 많은 가구원이 있습니까?

1)있다 2)없다 [가구원용 설문]으로 가시오.

※ 가구원이 앓고 있는 질병에 해 문O8-1.~문O8-2.까지 질문하여 다음 페이지의《질병 응

답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O8-1.있다면,장기간 입원 는 요양 이거나 수술 치료,재활을 하고 있는 가구원은 어느 분이

십니까?가구원 이름과 번호를 답하십시오.

1)가구원 번호 ________

2)가구원 이름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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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8-2.그분들이 앓고 계신 질병은 무엇입니까?

▸ 한 가구원이 2개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종류별로 어 주십시오.

《 질병의 종류 》

1)고 압,뇌졸 ,고지 증,심근경색, 심증

등 순환기질환

2)당뇨병,갑상선 질환등 내분비계질환

3) 염,골다공증,신경통 등 근골격계 질환

4)만성기 지염,폐기종,천식,결핵 등 호흡

기계질환

5)백내장,녹내장,만성 이염 등 ,코,귀

의 질환

6) 암,간암,폐암,유방암, 장암,자궁경부암 등

암질환

7) 궤양,십이지장궤양, 염,장염,간염,간경변

등 소화기질환

8)만성신부 , 립선비 증 등 신장 비뇨기계

질환

9)골 ,탈골 등의 사고 는 부상으로 인한 후유

증

10)기타 다른 질환 (노환 등)

《 질병 응답표 》

O8-1.지난 1년간

장기 입원/요양,수출 치료,재활 인 가구원 O8-2.

질병종류
가구원 번호 가구원 이름

O9.귀 에서 생활하는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내 용
매우

그 다

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1)장기간 요양 는 입원 인 가구원의 의료비가

려있다.
(1) (2) (3) (4) (5)

2)의료비 부담 때문에 추가 인 진료나 투약을 하

기 어렵다.
(1) (2) (3) (4) (5)

3)의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수술을 미루고 있다. (1) (2) (3) (4) (5)

4)경제 부담 때문에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제

로 못하고 있다.
(1) (2) (3) (4) (5)

5)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부채를 빌려다 썼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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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을 받고 싶으신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 (주)한국리서치에서는 가구원용 설문지가 완성되면 이에 한 보답으로 소정의 사례 을 발송

해 드릴 정입니다.귀 에서는 다음 어느 방법으로 사례 을 수령하시겠습니까?

⑴ 우편환

⑵ 무통장 입

▸ 우 편 환 :(주)한국리서치가 송 의뢰서를 작성하여 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면 수

우체국은 송 액을 표시한 온라인환을 발행합니다.온라인환은 수취인의 주소

(거소)를 할하는 우체국에 달되며 해당 우체국은 수취인에게 온라인환을

배달하게 됩니다.이 온라인환을 해당 우체국에 가셔서 으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 수취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무통장 입 :(주)한국리서치가 귀 의 통장으로 직 입 해 드립니다.

￭ 주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거래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조사종료일을 기입해주세요.

￭ 2009년 _______월 _______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