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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974       48.1 48.1

여자 2 1,051     51.9 51.9

2,025     100.0 100.0

SQ2 응답자 태어난 년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23 년 23 3           .1 .1

1924 년 24 1           .0 .0

1925 년 25 4           .2 .2

1926 년 26 1           .0 .0

1927 년 27 6           .3 .3

1928 년 28 3           .1 .1

1929 년 29 10         .5 .5

1930 년 30 16         .8 .8

1931 년 31 7           .3 .3

1932 년 32 13         .6 .6

1933 년 33 25         1.2 1.2

1934 년 34 25         1.2 1.2

1935 년 35 25         1.2 1.2

1936 년 36 34         1.7 1.7

1937 년 37 38         1.9 1.9

1938 년 38 58         2.9 2.9

1939 년 39 59         2.9 2.9

1940 년 40 35         1.7 1.7

1941 년 41 38         1.9 1.9

1942 년 42 37         1.8 1.8

1943 년 43 47         2.3 2.3

1944 년 44 40         2.0 2.0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 생년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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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년 45 40         2.0 2.0

1946 년 46 46         2.3 2.3

1947 년 47 49         2.4 2.4

1948 년 48 58         2.9 2.9

1949 년 49 69         3.4 3.4

1950 년 50 77         3.8 3.8

1951 년 51 57         2.8 2.8

1952 년 52 72         3.6 3.6

1953 년 53 70         3.5 3.5

1954 년 54 94         4.6 4.6

1955 년 55 92         4.5 4.5

1956 년 56 89         4.4 4.4

1957 년 57 67         3.3 3.3

1958 년 58 116       5.7 5.7

1959 년 59 84         4.1 4.1

1960 년 60 107       5.3 5.3

1961 년 61 84         4.1 4.1

1962 년 62 98         4.8 4.8

1963 년 63 131       6.5 6.5

2,025     100.0 100.0

SQ3 응답자 연령(만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1 세 51 131       6.5 6.5

52 세 52 98         4.8 4.8

53 세 53 84         4.1 4.1

54 세 54 107       5.3 5.3

55 세 55 84         4.1 4.1

56 세 56 116       5.7 5.7

57 세 57 67         3.3 3.3

58 세 58 89         4.4 4.4

59 세 59 92         4.5 4.5

60 세 60 94         4.6 4.6

생년월일로 연령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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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세 61 70         3.5 3.5

62 세 62 72         3.6 3.6

63 세 63 57         2.8 2.8

64 세 64 77         3.8 3.8

65 세 65 69         3.4 3.4

66 세 66 58         2.9 2.9

67 세 67 49         2.4 2.4

68 세 68 46         2.3 2.3

69 세 69 40         2.0 2.0

70 세 70 40         2.0 2.0

71 세 71 47         2.3 2.3

72 세 72 37         1.8 1.8

73 세 73 38         1.9 1.9

74 세 74 35         1.7 1.7

75 세 75 59         2.9 2.9

76 세 76 58         2.9 2.9

77 세 77 38         1.9 1.9

78 세 78 34         1.7 1.7

79 세 79 25         1.2 1.2

80 세 80 25         1.2 1.2

81 세 81 25         1.2 1.2

82 세 82 13         .6 .6

83 세 83 7           .3 .3

84 세 84 16         .8 .8

85 세 85 10         .5 .5

86 세 86 3           .1 .1

87 세 87 6           .3 .3

88 세 88 1           .0 .0

89 세 89 4           .2 .2

90 세 90 1           .0 .0

91 세 91 3           .1 .1

2,025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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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4 주택유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단독주택(일반단독, 다가구주택) 1 627       31.0 31.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 447       22.1 22.1

아파트 3 867       42.8 42.8

비주거용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여관 등) 4 68         3.4 3.4

오피스텔 5 1           .0 .0

단칸방(쪽방, 고시원) 6 14         .7 .7

노인전용주택/생활시설 7 1           .0 .0

2,025     100.0 100.0

SQ5 거주지역: 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종로구 1 55         2.7 2.7

중구 2 50         2.5 2.5

용산구 3 66         3.3 3.3

성동구 4 69         3.4 3.4

광진구 5 77         3.8 3.8

동대문구 6 80         4.0 4.0

중랑구 7 87         4.3 4.3

성북구 8 92         4.5 4.5

강북구 9 81         4.0 4.0

도봉구 10 79         3.9 3.9

노원구 11 100       4.9 4.9

은평구 12 93         4.6 4.6

서대문구 13 77         3.8 3.8

마포구 14 75         3.7 3.7

양천구 15 87         4.3 4.3

강서구 16 96         4.7 4.7

주택유형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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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7 84         4.1 4.1

금천구 18 64         3.2 3.2

영등포구 19 80         4.0 4.0

동작구 20 84         4.1 4.1

관악구 21 90         4.4 4.4

서초구 22 81         4.0 4.0

강남구 23 92         4.5 4.5

송파구 24 99         4.9 4.9

강동구 25 87         4.3 4.3

2,025     100.0 100.0

SQ6 거주지역 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도심권 1 171       8.4 8.4

동북권 2 665       32.8 32.8

서북권 3 245       12.1 12.1

동남권 4 359       17.7 17.7

서남권 5 585       28.9 28.9

2,025     100.0 100.0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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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1 거주지역 공공장소1: 집 주변에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5         3.2 3.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74       13.5 13.5

보통 3 228       11.3 11.3

그런 편이다 4 1,022     50.5 50.5

매우 그렇다 5 436       21.5 21.5

2,025     100.0 100.0

Q1_2 거주지역 공공장소2: 집 주변의 산책로, 공원, 도로 및 인도 등의 공공장소는 깨끗하고 쾌적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6         2.3 2.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69       13.3 13.3

보통 3 401       19.8 19.8

그런 편이다 4 959       47.4 47.4

매우 그렇다 5 350       17.3 17.3

2,025     100.0 100.0

Q1_3 거주지역 공공장소3: 집 주변의 공공장소에는 앉아 쉴 수 있는 의자가 충분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9       5.4 5.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81       23.8 23.8

보통 3 448       22.1 22.1

그런 편이다 4 718       35.5 35.5

매우 그렇다 5 269       13.3 13.3

2,025     100.0 100.0

문1.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집 주변에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

문1.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집 주변의 산책로, 공원, 도로 및 인도 등의 공공장소는 깨끗하고 쾌적하다

문1.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3) 집 주변의 공공장소에는 앉아 쉴 수 있는 의자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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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4 거주지역 공공장소4: 집 주변 공중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61       17.8 17.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11       30.2 30.2

보통 3 424       20.9 20.9

그런 편이다 4 506       25.0 25.0

매우 그렇다 5 123       6.1 6.1

2,025     100.0 100.0

Q1_5 거주지역 공공장소5: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3         3.1 3.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45       17.0 17.0

보통 3 656       32.4 32.4

그런 편이다 4 831       41.0 41.0

매우 그렇다 5 130       6.4 6.4

2,025     100.0 100.0

Q2_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2         3.6 3.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10       15.3 15.3

보통 3 421       20.8 20.8

그런 편이다 4 1,028     50.8 50.8

매우 그렇다 5 194       9.6 9.6

2,025     100.0 100.0

문1.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집 주변 공중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하다

문1.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5)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문2.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 또는 인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집 주변에서 자주 이용하는 인도는 턱이 없고, 장애물(노점상, 주차된 차, 나무, 눈 등)이
없어 걸어 다니기에 편리하다

거주지역 도로와 인도1: 집 주변에서 자주 이용하는 인도는 턱이 없고, 장애물이 없어 걸어 다
니기에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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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03       29.8 29.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50       37.0 37.0

보통 3 348       17.2 17.2

그런 편이다 4 284       14.0 14.0

매우 그렇다 5 40         2.0 2.0

2,025     100.0 100.0

Q2_3 거주지역 도로와 인도3: 집 주변 횡단보도의 신호대기 시간은 충분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         .7 .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10       5.4 5.4

보통 3 405       20.0 20.0

그런 편이다 4 1,238     61.1 61.1

매우 그렇다 5 257       12.7 12.7

2,025     100.0 100.0

Q2_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6       6.2 6.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81       28.7 28.7

보통 3 503       24.8 24.8

그런 편이다 4 718       35.5 35.5

매우 그렇다 5 97         4.8 4.8

2,025     100.0 100.0

거주지역 도로와 인도2: 집 주변에서 내가 어디를 가려면 지하도, 육교를 많이 이용해야 한다

문2.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 또는 인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 집 주변에서 내가 어디를 가려면 지하도/육교를 많이 이용해야 한다

문2.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 또는 인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3) 집 주변 횡단보도의 신호대기 시간은 충분하다

문2.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 또는 인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4) 집 주변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을 걸을 때, 자동차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낀다

거주지역 도로와 인도4: 집 주변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을 걸을 때, 자동차 때문에 위험하다
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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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64       8.1 8.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48       36.9 36.9

보통 3 569       28.1 28.1

그런 편이다 4 484       23.9 23.9

매우 그렇다 5 60         3.0 3.0

2,025     100.0 100.0

Q3_1 버스이용 관련 경험1: 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6         .8 .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20       5.9 5.9

보통 3 220       10.9 10.9

그런 편이다 4 1,242     61.3 61.3

매우 그렇다 5 427       21.1 21.1

2,025     100.0 100.0

Q3_2 버스이용 관련 경험2: 버스에는 충분한 수의 노약자석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9         .9 .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32       11.5 11.5

보통 3 523       25.8 25.8

그런 편이다 4 1,050     51.9 51.9

매우 그렇다 5 201       9.9 9.9

2,025     100.0 100.0

문2.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 또는 인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5) 집 주변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을 걸을 때, 자전거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낀다

문3. 다음은 버스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다

문3. 다음은 버스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 버스에는 충분한 수의 노약자석이 있다

거주지역 도로와 인도5: 집 주변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을 걸을 때, 자전거 때문에 위험하다
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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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3 버스이용 관련 경험3: 버스운전사는 버스출발과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우선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7         .8 .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45       7.2 7.2

보통 3 566       28.0 28.0

그런 편이다 4 1,061     52.4 52.4

매우 그렇다 5 236       11.7 11.7

2,025     100.0 100.0

Q3_4 버스이용 관련 경험4: 버스정류장은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의자와 지붕이 설치되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5         2.7 2.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06       10.2 10.2

보통 3 454       22.4 22.4

그런 편이다 4 1,017     50.2 50.2

매우 그렇다 5 293       14.5 14.5

2,025     100.0 100.0

Q3_5 버스이용 관련 경험5: 버스 노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1         1.5 1.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84       9.1 9.1

보통 3 529       26.1 26.1

그런 편이다 4 1,084     53.5 53.5

매우 그렇다 5 197       9.7 9.7

2,025     100.0 100.0

문3. 다음은 버스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3) 버스운전사는 버스출발과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우선한다

문3. 다음은 버스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4) 버스정류장은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의자와 지붕이 설치되어 있다

문3. 다음은 버스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5) 버스 노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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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7         2.3 2.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38       11.8 11.8

보통 3 611       30.2 30.2

그런 편이다 4 984       48.6 48.6

매우 그렇다 5 145       7.2 7.2

2,025     100.0 100.0

Q4_1 지하철이용 관련 경험1: 지하철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         .7 .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92         4.5 4.5

보통 3 169       8.3 8.3

그런 편이다 4 1,163     57.4 57.4

매우 그렇다 5 587       29.0 29.0

2,025     100.0 100.0

Q4_2 지하철이용 관련 경험2: 지하철에는 충분한 수의 노약자석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         1.0 1.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80       8.9 8.9

보통 3 424       20.9 20.9

그런 편이다 4 1,069     52.8 52.8

매우 그렇다 5 332       16.4 16.4

2,025     100.0 100.0

문3. 다음은 버스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6) 시내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곳에서 무료셔틀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편리하다

문4. 다음은 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지하철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다

문4. 다음은 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 지하철에는 충분한 수의 노약자석이 있다

버스이용 관련 경험6: 시내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곳에서 무료셔틀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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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3 지하철이용 관련 경험3: 지하철 노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         .5 .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04       5.1 5.1

보통 3 443       21.9 21.9

그런 편이다 4 1,133     56.0 56.0

매우 그렇다 5 334       16.5 16.5

2,025     100.0 100.0

Q5_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0         3.0 3.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70       13.3 13.3

보통 3 263       13.0 13.0

그런 편이다 4 260       12.8 12.8

매우 그렇다 5 60         3.0 3.0

비해당 8 1,112     54.9 54.9

2,025     100.0 100.0

Q5_2 택시 및 환승 관련 경험2: 교통안내표지판은 크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알아보기 쉽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9         .9 .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76       8.7 8.7

보통 3 442       21.8 21.8

그런 편이다 4 1,026     50.7 50.7

매우 그렇다 5 362       17.9 17.9

2,025     100.0 100.0

문4. 다음은 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3) 지하철 노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문5. 다음은 택시, 환승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택시 이용 시,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택시에 실을 공간이 충분하다

문5. 다음은 택시, 환승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 교통안내표지판은 크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알아보기 쉽다

택시 및 환승 관련 경험1: 택시 이용 시,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택시에 실을 공간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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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3 택시 및 환승 관련 경험3: 대중교통 환승이 편리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6 .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1         2.5 2.5

보통 3 245       12.1 12.1

그런 편이다 4 1,061     52.4 52.4

매우 그렇다 5 655       32.3 32.3

비해당 8 1           .0 .0

2,025     100.0 100.0

Q6_1 현재 거주중인 주택1: 현재 생활비 중 관리비, 임대료 등 주택 관련 비용이 부담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89       9.3 9.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07       25.0 25.0

보통 3 467       23.1 23.1

그런 편이다 4 735       36.3 36.3

매우 그렇다 5 127       6.3 6.3

2,025     100.0 100.0

Q6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9         1.9 1.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21       6.0 6.0

보통 3 324       16.0 16.0

그런 편이다 4 1,130     55.8 55.8

매우 그렇다 5 411       20.3 20.3

2,025     100.0 100.0

문5. 다음은 택시, 환승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3) 대중교통 환승이 편리하다

문6. 다음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생활비 중 관리비, 임대료 등 주택 관련 비용이 부담된다

문6. 다음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2)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수도(온수), 화장실(수세식), 냉난방 등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설비
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2: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수도, 화장실, 냉난방 등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설
비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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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89       14.3 14.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82       33.7 33.7

보통 3 497       24.5 24.5

그런 편이다 4 485       24.0 24.0

매우 그렇다 5 72         3.6 3.6

2,025     100.0 100.0

Q6_4 현재 거주중인 주택4: 시장, 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집 가까이에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2         1.6 1.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62       8.0 8.0

보통 3 391       19.3 19.3

그런 편이다 4 1,131     55.9 55.9

매우 그렇다 5 309       15.3 15.3

2,025     100.0 100.0

Q7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화재 감지기 설치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설치되어 있다 1 862       42.6 42.6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1,078     53.2 53.2

모름 9 85         4.2 4.2

2,025     100.0 100.0

현재 거주중인 주택3: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안전사고 예방 및 신체적 불편 해소를 위해 개조하
고 싶다

문6. 다음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3)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안전사고 예방 및 신체적 불편 해소를 위해 개조하고 싶다(예: 화장
실 안전바, 미끄럼 방지 설치, 문턱 없애기, 부엌 개수대 높이 조절 등)

문6. 다음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시장, 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집 가까이에 있다

문7.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는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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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1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안전1: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여름철에 폭염 피해가 걱정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64       32.8 32.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892       44.0 44.0

보통 3 219       10.8 10.8

그런 편이다 4 210       10.4 10.4

매우 그렇다 5 40         2.0 2.0

2,025     100.0 100.0

Q8_2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안전2: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여름철에 수해, 홍수 피해가 걱정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25       40.7 40.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878       43.4 43.4

보통 3 190       9.4 9.4

그런 편이다 4 111       5.5 5.5

매우 그렇다 5 21         1.0 1.0

2,025     100.0 100.0

Q8_3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안전3: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겨울철에 추위, 한파 피해가 걱정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82       33.7 33.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848       41.9 41.9

보통 3 287       14.2 14.2

그런 편이다 4 174       8.6 8.6

매우 그렇다 5 34         1.7 1.7

2,025     100.0 100.0

문8. 다음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안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여름철에 폭염 피해가 걱정된다

문8. 다음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안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여름철에 수해․홍수 피해가 걱정된다

문8. 다음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안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3)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겨울철에 추위․한파 피해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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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4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안전4: 현재 살고 있는 집은 화재 피해가 걱정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28       26.1 26.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877       43.3 43.3

보통 3 402       19.9 19.9

그런 편이다 4 192       9.5 9.5

매우 그렇다 5 26         1.3 1.3

2,025     100.0 100.0

Q8_5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안전5: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도난 피해가 걱정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55       22.5 22.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822       40.6 40.6

보통 3 489       24.1 24.1

그런 편이다 4 228       11.3 11.3

매우 그렇다 5 31         1.5 1.5

2,025     100.0 100.0

Q9_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4         3.2 3.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30       16.3 16.3

보통 3 721       35.6 35.6

그런 편이다 4 814       40.2 40.2

매우 그렇다 5 96         4.7 4.7

2,025     100.0 100.0

문8. 다음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안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4) 현재 살고 있는 집은 화재 피해가 걱정된다

문8. 다음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안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5)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도난 피해가 걱정된다

문9. 다음은 여가나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우리 동네에서는 종교, 문화, 취미, 여가 등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여가나 사회활동1: 우리 동네에서는 종교, 문화, 취미, 여가 등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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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4         3.7 3.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87       24.0 24.0

보통 3 777       38.4 38.4

그런 편이다 4 603       29.8 29.8

매우 그렇다 5 84         4.1 4.1

2,025     100.0 100.0

Q9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3         3.6 3.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88       24.1 24.1

보통 3 801       39.6 39.6

그런 편이다 4 611       30.2 30.2

매우 그렇다 5 52         2.6 2.6

2,025     100.0 100.0

Q9_4 여가나 사회활동4: 우리 동네에서는 지역행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8         2.9 2.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98       19.7 19.7

보통 3 884       43.7 43.7

그런 편이다 4 617       30.5 30.5

매우 그렇다 5 68         3.4 3.4

2,025     100.0 100.0

문9. 다음은 여가나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우리 동네의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나 볼거리 장소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문9. 다음은 여가나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3) 우리 동네에서는 여가, 오락, 체육행사 등이 참여하기 편리한 시간에 개최된다

문9. 다음은 여가나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우리 동네에서는 지역행사에 대한 정보(예: 참여방법, 편의시설 이용방법, 교통편 등)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여가나 사회활동2: 우리 동네의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나 볼거리 장소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여가나 사회활동3: 우리 동네에서는 여가, 오락, 체육행사 등이 참여하기 편리한 시간에 개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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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1_1 사회단체 참여여부1: 출신학교, 출신지역, 혈연으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참여한다 1 899       44.4 44.4

참여하지 않는다 2 1,126     55.6 55.6

2,025     100.0 100.0

Q10_2_1 사회단체 참여여부2: 취미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참여한다 1 664       32.8 32.8

참여하지 않는다 2 1,361     67.2 67.2

2,025     100.0 100.0

Q10_3_1 사회단체 참여여부3: 종교 단체의 활동이나 모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참여한다 1 771       38.1 38.1

참여하지 않는다 2 1,254     61.9 61.9

2,025     100.0 100.0

Q10_4_1 사회단체 참여여부4: 기타단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참여한다 1 84         4.1 4.1

참여하지 않는다 2 1,941     95.9 95.9

2,025     100.0 100.0

문10.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참여하여 활동
하고 있다면 월 몇 회나 참석하시나요?
참여여부
1) 출신학교(예: 학교 동창회 등), 출신지역(예: 향우회 등), 혈연(예: 종친회 등)으로 연고
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

문10.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참여하여 활동
하고 있다면 월 몇 회나 참석하시나요?
참여여부
2) 비슷한 취미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예: 동호회 등)

문10.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참여하여 활동
하고 있다면 월 몇 회나 참석하시나요?
참여여부
3) 종교 단체의 활동이나 모임

문10.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참여하여 활동
하고 있다면 월 몇 회나 참석하시나요?
참여여부
4) 기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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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1_2 사회단체 참여 월평균 횟수1: 출신학교, 출신지역, 혈연으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회 1 426       21.0 47.4

2 회 2 128       6.3 14.2

3 회 3 71         3.5 7.9

4 회 4 22         1.1 2.4

5 회 5 11         .5 1.2

6 회 6 6           .3 .7

7 회 7 1           .0 .1

8 회 8 1           .0 .1

10 회 10 1           .0 .1

12 회 12 1           .0 .1

0.1회 88 2           .1 .2

두달에 1번 89 6           .3 .7

3개월1회 90 17         .8 1.9

년 2 회 91 58         2.9 6.5

년 3-4회 92 36         1.8 4.0

몇개월에 한번 93 11         .5 1.2

년 1 회 94 42         2.1 4.7

년 6 회 95 49         2.4 5.5

년 5 회 96 8           .4 .9

년 3 회 97 2           .1 .2

비해당 0 1,126     55.6

2,025     100.0 100.0

문10.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참여하여 활동
하고 있다면 월 몇 회나 참석하시나요?
월평균 참여횟수
1) 출신학교(예: 학교 동창회 등), 출신지역(예: 향우회 등), 혈연(예: 종친회 등)으로 연고
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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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2_2 사회단체 참여 월평균 횟수2: 취미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회 1 283       14.0 42.6

2 회 2 137       6.8 20.6

3 회 3 29         1.4 4.4

4 회 4 74         3.7 11.1

5 회 5 13         .6 2.0

6 회 6 7           .3 1.1

7 회 7 2           .1 .3

8 회 8 10         .5 1.5

10 회 10 19         .9 2.9

12 회 12 22         1.1 3.3

13 회 13 1           .0 .2

15 회 15 5           .2 .8

16 회 16 3           .1 .5

20 회 20 22         1.1 3.3

21 회 21 1           .0 .2

25 회 25 8           .4 1.2

26 회 26 1           .0 .2

28 회 28 1           .0 .2

30 회 30 8           .4 1.2

두달에 1번 89 1           .0 .2

3개월1회 90 2           .1 .3

년3-4회 92 3           .1 .5

몇개월에 한번 93 4           .2 .6

년 1 회 94 1           .0 .2

년 6 회 95 6           .3 .9

년 5 회 96 1           .0 .2

비해당 0 1,361     67.2

2,025     100.0 100.0

문10.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참여하여 활동
하고 있다면 월 몇 회나 참석하시나요?
월평균 참여횟수
2) 비슷한 취미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예: 동호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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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3_2 사회단체 참여 월평균 횟수3: 종교 단체의 활동이나 모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회 1 139       6.9 18.0

2 회 2 63         3.1 8.2

3 회 3 29         1.4 3.8

4 회 4 358       17.7 46.4

5 회 5 21         1.0 2.7

6 회 6 13         .6 1.7

7 회 7 6           .3 .8

8 회 8 27         1.3 3.5

9 회 9 1           .0 .1

10 회 10 44         2.2 5.7

12 회 12 10         .5 1.3

15 회 15 3           .1 .4

16 회 16 2           .1 .3

20 회 20 5           .2 .6

28 회 28 1           .0 .1

30 회 30 2           .1 .3

0.1회 88 1           .0 .1

3개월 1회 90 4           .2 .5

년 2 회 91 10         .5 1.3

년 3-4회 92 14         .7 1.8

몇개월에 한번 93 4           .2 .5

년 1 회 94 6           .3 .8

년 6 회 95 4           .2 .5

년 5 회 96 3           .1 .4

년 3 회 97 1           .0 .1

비해당 0 1,254     61.9

2,025     100.0 100.0

문10.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참여하여 활동
하고 있다면 월 몇 회나 참석하시나요?
월평균 참여횟수
3) 종교 단체의 활동이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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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4_2 사회단체 참여 월평균 횟수4: 기타단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회 1 42         2.1 50.0

2 회 2 14         .7 16.7

3 회 3 9           .4 10.7

4 회 4 4           .2 4.8

6 회 6 2           .1 2.4

8 회 8 1           .0 1.2

9 회 9 1           .0 1.2

10 회 10 3           .1 3.6

15 회 15 1           .0 1.2

20 회 20 1           .0 1.2

0.1회 88 1           .0 1.2

3개월1회 90 2           .1 2.4

몇개월에 한번 93 1           .0 1.2

년 1 회 94 1           .0 1.2

년 6 회 95 1           .0 1.2

비해당 0 1,941     95.9

2,025     100.0 100.0

Q11_1 존중과 배려1: 서울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보건소에서 만나는 공무원들은 친절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6         .8 .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98         4.8 4.8

보통 3 403       19.9 19.9

그런 편이다 4 1,217     60.1 60.1

매우 그렇다 5 291       14.4 14.4

2,025     100.0 100.0

문10.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참여하여 활동
하고 있다면 월 몇 회나 참석하시나요?
월평균 참여횟수
4) 기타 단체

문11. 다음은 존중과 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서울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보건소에서 만나는 공무원들은 친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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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         .7 .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73       13.5 13.5

보통 3 820       40.5 40.5

그런 편이다 4 814       40.2 40.2

매우 그렇다 5 103       5.1 5.1

2,025     100.0 100.0

Q11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8       6.3 6.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69       28.1 28.1

보통 3 786       38.8 38.8

그런 편이다 4 491       24.2 24.2

매우 그렇다 5 51         2.5 2.5

2,025     100.0 100.0

Q11_4 존중과 배려4: 우리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2         1.6 1.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13       15.5 15.5

보통 3 780       38.5 38.5

그런 편이다 4 822       40.6 40.6

매우 그렇다 5 78         3.9 3.9

2,025     100.0 100.0

문11. 다음은 존중과 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2) TV, 신문,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다

문11. 다음은 존중과 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3) 우리 동네의 행사나 각종 프로그램은 젊은층과 노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문11. 다음은 존중과 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

존중과 배려2: TV, 신문,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
다

존중과 배려3: 우리 동네의 행사나 각종 프로그램은 젊은층과 노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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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_5 존중과 배려5: 노인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2         2.6 2.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17       20.6 20.6

보통 3 756       37.3 37.3

그런 편이다 4 724       35.8 35.8

매우 그렇다 5 76         3.8 3.8

2,025     100.0 100.0

Q12_1 노인 일자리1: 우리 동네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기회가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14       10.6 10.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838       41.4 41.4

보통 3 638       31.5 31.5

그런 편이다 4 325       16.0 16.0

매우 그렇다 5 10         .5 .5

2,025     100.0 100.0

Q12_2 노인 일자리2: 우리 동네에서는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95       9.6 9.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23       35.7 35.7

보통 3 772       38.1 38.1

그런 편이다 4 313       15.5 15.5

매우 그렇다 5 21         1.0 1.0

모름/무응답 9 1           .0 .0

2,025     100.0 100.0

문11. 다음은 존중과 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5) 노인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고 생각한다

문12.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우리 동네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기회가 많다

문12.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우리 동네에서는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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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_3 노인 일자리3: 우리 동네는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0       6.9 6.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33       31.3 31.3

보통 3 806       39.8 39.8

그런 편이다 4 395       19.5 19.5

매우 그렇다 5 51         2.5 2.5

2,025     100.0 100.0

Q12_4 노인 일자리4: 일하고 싶지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6       7.2 7.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56       22.5 22.5

보통 3 617       30.5 30.5

그런 편이다 4 662       32.7 32.7

매우 그렇다 5 131       6.5 6.5

비해당 8 3           .1 .1

모름/무응답 9 10         .5 .5

2,025     100.0 100.0

Q12_5 노인 일자리5: 우리 동네에서는 퇴직 전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40       11.9 11.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71       38.1 38.1

보통 3 820       40.5 40.5

그런 편이다 4 181       8.9 8.9

매우 그렇다 5 13         .6 .6

2,025     100.0 100.0

문12.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3) 우리 동네는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문12.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일하고 싶지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

문12.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5) 우리 동네에서는 퇴직 전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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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97         4.8 4.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23       25.8 25.8

보통 3 761       37.6 37.6

그런 편이다 4 612       30.2 30.2

매우 그렇다 5 32         1.6 1.6

2,025     100.0 100.0

Q13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9         .9 .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68       8.3 8.3

보통 3 626       30.9 30.9

그런 편이다 4 1,002     49.5 49.5

매우 그렇다 5 210       10.4 10.4

2,025     100.0 100.0

Q13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1         2.0 2.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65       13.1 13.1

보통 3 761       37.6 37.6

그런 편이다 4 859       42.4 42.4

매우 그렇다 5 99         4.9 4.9

2,025     100.0 100.0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1: 인쇄 및 방송매체를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제
공된다

문13. 다음은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인쇄 및 방송매체를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문13. 다음은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서울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을 이용할 때 문의사항이 있으면 친절히
안내해 준다

문13. 다음은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3) 서울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복지관의 안내책자, 소식지 등 홍보물 글씨는 크
고 알아보기 쉽다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2: 서울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을 이용할 때 문의사
항이 있으면 친절히 안내해 준다.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3: 서울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복지관의 안내책자, 소식지 등
홍보물 글씨는 크고 알아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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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4         1.2 1.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85       9.1 9.1

보통 3 741       36.6 36.6

그런 편이다 4 916       45.2 45.2

매우 그렇다 5 158       7.8 7.8

모름/무응답 9 1           .0 .0

2,025     100.0 100.0

Q14_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5         1.2 1.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44       12.0 12.0

보통 3 729       36.0 36.0

그런 편이다 4 921       45.5 45.5

매우 그렇다 5 106       5.2 5.2

2,025     100.0 100.0

Q14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         1.1 1.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99       14.8 14.8

보통 3 796       39.3 39.3

그런 편이다 4 808       39.9 39.9

매우 그렇다 5 99         4.9 4.9

2,025     100.0 100.0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2: 서울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복지관을 통해 복지관련 정보가 충
분히 제공되고 있다

문13. 다음은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서울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에서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무료나 저렴한 가격
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14. 다음은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서울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보
(건강교육, 영양교실, 운동처방 등)가 충분히 제공된다

문14. 다음은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서울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복지관을 통해 복지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4: 서울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에서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1: 서울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위
한 프로그램이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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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6 .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78       8.8 8.8

보통 3 702       34.7 34.7

그런 편이다 4 955       47.2 47.2

매우 그렇다 5 177       8.7 8.7

2,025     100.0 100.0

Q14_4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4: 보건소 이용 시 행정절차가 간편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         .7 .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36       6.7 6.7

보통 3 747       36.9 36.9

그런 편이다 4 967       47.8 47.8

매우 그렇다 5 161       8.0 8.0

2,025     100.0 100.0

Q15_1 병원, 보건소 치료경험1: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79       38.5 38.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92       39.1 39.1

보통 3 229       11.3 11.3

그런 편이다 4 212       10.5 10.5

매우 그렇다 5 13         .6 .6

2,025     100.0 100.0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3: 보건소와 복지관의 시설은 노인이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문14. 다음은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3) 보건소와 복지관의 시설은 노인이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문14. 다음은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4) 보건소 이용 시 행정절차가 간편하다

문15. 다음은 귀하의 병원, 보건소 치료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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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_2 병원, 보건소 치료경험2: 나는 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74       43.2 43.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833       41.1 41.1

보통 3 219       10.8 10.8

그런 편이다 4 92         4.5 4.5

매우 그렇다 5 7           .3 .3

2,025     100.0 100.0

Q15_3 병원, 보건소 치료경험3: 나는 거동이 불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989       48.8 48.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64       37.7 37.7

보통 3 168       8.3 8.3

그런 편이다 4 94         4.6 4.6

매우 그렇다 5 10         .5 .5

2,025     100.0 100.0

Q15_4 병원, 보건소 치료경험4: 나는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23       40.6 40.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56       37.3 37.3

보통 3 259       12.8 12.8

그런 편이다 4 180       8.9 8.9

매우 그렇다 5 7           .3 .3

2,025     100.0 100.0

문15. 다음은 귀하의 병원, 보건소 치료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나는 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문15. 다음은 귀하의 병원, 보건소 치료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3) 나는 거동이 불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문15. 다음은 귀하의 병원, 보건소 치료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4) 나는 시간이 없어서(예: 진료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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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_1_1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인지여부1: 주택개조비용 지원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안다 1 568       28.0 28.0

모른다 2 1,457     72.0 72.0

2,025     100.0 100.0

Q16_1_2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희망여부1: 주택개조비용 지원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희망한다 1 709       35.0 35.0

희망하지 않는다 2 1,316     65.0 65.0

2,025     100.0 100.0

Q16_2_1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인지여부2: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안다 1 1,521     75.1 75.1

모른다 2 504       24.9 24.9

2,025     100.0 100.0

Q16_2_2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희망여부2: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희망한다 1 1,565     77.3 77.3

희망하지 않는다 2 460       22.7 22.7

2,025     100.0 100.0

문16.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입니다.
인지여부
1) 주택개조비용 지원정책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문16.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입니다.
지원희망여부
1) 주택개조비용 지원정책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문16.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입니다.
인지여부
2)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문16.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입니다.
지원희망여부
2)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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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_3_1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인지여부3: 주택연금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안다 1 818       40.4 40.4

모른다 2 1,207     59.6 59.6

2,025     100.0 100.0

Q16_3_2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희망여부3: 주택연금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희망한다 1 428       21.1 21.1

희망하지 않는다 2 1,597     78.9 78.9

2,025     100.0 100.0

Q16_4_1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인지여부4: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안다 1 1,109     54.8 54.8

모른다 2 916       45.2 45.2

2,025     100.0 100.0

Q16_4_2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희망여부4: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희망한다 1 1,101     54.4 54.4

희망하지 않는다 2 924       45.6 45.6

2,025     100.0 100.0

문16.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입니다.
인지여부
4)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
는 일자리 사업

문16.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입니다.
지원희망여부
4)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
는 일자리 사업

문16.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입니다.
인지여부
3) 주택연금제도 :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

문16.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입니다.
지원희망여부
3) 주택연금제도 :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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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_5_1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인지여부5: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안다 1 659       32.5 32.5

모른다 2 1,366     67.5 67.5

2,025     100.0 100.0

Q16_5_2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희망여부5: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희망한다 1 702       34.7 34.7

희망하지 않는다 2 1,323     65.3 65.3

2,025     100.0 100.0

Q16_6_1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인지여부6: 시민 건강 포인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안다 1 697       34.4 34.4

모른다 2 1,328     65.6 65.6

2,025     100.0 100.0

Q16_6_2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희망여부6: 시민 건강 포인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희망한다 1 763       37.7 37.7

희망하지 않는다 2 1,262     62.3 62.3

2,025     100.0 100.0

문16.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입니다.
인지여부
5)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 건강의 위험요소인 허리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좋은 콜레스
테롤 5가지를 체크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

문16.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입니다.
지원희망여부
5)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 건강의 위험요소인 허리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좋은 콜레스
테롤 5가지를 체크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

문16.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입니다.
인지여부
6) 시민 건강 포인트 :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거나 자가
관리 교육을 받으면 건강포인트가 생겨서 이 포인트로 추가적인 건강관리(필수검사, 예방접
종)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문16.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입니다.
지원희망여부
6) 시민 건강 포인트 :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거나 자가
관리 교육을 받으면 건강포인트가 생겨서 이 포인트로 추가적인 건강관리(필수검사, 예방접
종)를 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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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_7_1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인지여부7: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안다 1 1,134     56.0 56.0

모른다 2 891       44.0 44.0

2,025     100.0 100.0

Q16_7_2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희망여부7: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희망한다 1 1,096     54.1 54.1

희망하지 않는다 2 929       45.9 45.9

2,025     100.0 100.0

Q16_8_1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인지여부8: 어르신 건강검진 서비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안다 1 1,179     58.2 58.2

모른다 2 846       41.8 41.8

2,025     100.0 100.0

Q16_8_2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희망여부8: 어르신 건강검진 서비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희망한다 1 1,000     49.4 49.4

희망하지 않는다 2 1,025     50.6 50.6

2,025     100.0 100.0

문16.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입니다.
인지여부
7)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 지역마다 배치된 간호사가 65세 이상 고위험 허약노인의
집을 직접 방문해 혈압, 당뇨, 정신건강 등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결해주거나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사업

문16.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입니다.
지원희망여부
7)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 지역마다 배치된 간호사가 65세 이상 고위험 허약노인의
집을 직접 방문해 혈압, 당뇨, 정신건강 등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결해주거나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사업

문16.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입니다.
인지여부
8) 어르신 건강검진 서비스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건강검진

문16.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입니다.
지원희망여부
8) 어르신 건강검진 서비스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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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_1_1 지역내 센터 인지여부1: 치매지원센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안다 1 1,185     58.5 58.5

모른다 2 840       41.5 41.5

2,025     100.0 100.0

Q17_1_2 지역내 센터 이용희망여부1: 치매지원센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희망한다 1 953       47.1 47.1

희망하지 않는다 2 1,072     52.9 52.9

2,025     100.0 100.0

Q17_2_1 지역내 센터 인지여부2: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안다 1 576       28.4 28.4

모른다 2 1,449     71.6 71.6

2,025     100.0 100.0

Q17_2_2 지역내 센터 이용희망여부2: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희망한다 1 1,156     57.1 57.1

희망하지 않는다 2 869       42.9 42.9

2,025     100.0 100.0

문17. 다음은 지역 내 센터 입니다. 각 센터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용 희망 여부를 응
답해 주세요.
인지여부 - 2)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문17. 다음은 지역 내 센터 입니다. 각 센터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용 희망 여부를 응
답해 주세요.
이용희망여부 - 2)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문17. 다음은 지역 내 센터 입니다. 각 센터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용 희망 여부를 응
답해 주세요.
인지여부 - 1) 치매지원센터

문17. 다음은 지역 내 센터 입니다. 각 센터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용 희망 여부를 응
답해 주세요.
이용희망여부 - 1) 치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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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_3_1 지역내 센터 인지여부3: 서울건강콜센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안다 1 897       44.3 44.3

모른다 2 1,128     55.7 55.7

2,025     100.0 100.0

Q17_3_2 지역내 센터 이용희망여부3: 서울건강콜센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희망한다 1 1,068     52.7 52.7

희망하지 않는다 2 957       47.3 47.3

2,025     100.0 100.0

Q18_1 (만 65세 미만) 노년준비실태1: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검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1 35         1.7 2.8

별로 준비하지 않는다 2 268       13.2 21.6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3 781       38.6 63.1

많이 준비하고 있다 4 154       7.6 12.4

비해당 0 787       38.9

2,025     100.0 100.0

Q18_2 (만 65세 미만) 노년준비실태2: 노후 자금 준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1 115       5.7 9.3

별로 준비하지 않는다 2 536       26.5 43.3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3 548       27.1 44.3

많이 준비하고 있다 4 39         1.9 3.2

비해당 0 787       38.9

2,025     100.0 100.0

문17. 다음은 지역 내 센터 입니다. 각 센터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용 희망 여부를 응
답해 주세요.
인지여부 - 3) 서울건강콜센터

문17. 다음은 지역 내 센터 입니다. 각 센터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용 희망 여부를 응
답해 주세요.
이용희망여부 - 3) 서울건강콜센터

문18.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귀하의 노년 준비 실태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세
요.
1)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검진

문18.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귀하의 노년 준비 실태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세
요.
2) 노후 자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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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_3 (만 65세 미만) 노년준비실태3: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1 171       8.4 13.8

별로 준비하지 않는다 2 532       26.3 43.0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3 458       22.6 37.0

많이 준비하고 있다 4 77         3.8 6.2

비해당 0 787       38.9

2,025     100.0 100.0

Q18_4 (만 65세 미만) 노년준비실태4: 취미/여가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1 135       6.7 10.9

별로 준비하지 않는다 2 538       26.6 43.5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3 512       25.3 41.4

많이 준비하고 있다 4 53         2.6 4.3

비해당 0 787       38.9

2,025     100.0 100.0

Q18_5 (만 65세 미만) 노년준비실태5: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1 339       16.7 27.4

별로 준비하지 않는다 2 665       32.8 53.7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3 220       10.9 17.8

많이 준비하고 있다 4 13         .6 1.1

모름/무응답 9 1           .0 .1

비해당 0 787       38.9

2,025     100.0 100.0

문18.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귀하의 노년 준비 실태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세
요.
3)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 (종교 활동, 자원봉사 등)

문18.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귀하의 노년 준비 실태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세
요.
4) 취미․여가활동

문18.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귀하의 노년 준비 실태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세
요.
5)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직업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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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_1 (만65세 이상) 과거 노년준비1: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검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1 46         2.3 5.8

별로 준비하지 않았다 2 206       10.2 26.2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다 3 448       22.1 56.9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 4 87         4.3 11.1

비해당 0 1,238     61.1

2,025     100.0 100.0

Q19_2 (만65세 이상) 과거 노년준비2: 노후 자금 준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1 144       7.1 18.3

별로 준비하지 않았다 2 368       18.2 46.8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다 3 250       12.3 31.8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 4 25         1.2 3.2

비해당 0 1,238     61.1

2,025     100.0 100.0

Q19_3 (만65세 이상) 과거 노년준비3: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1 151       7.5 19.2

별로 준비하지 않았다 2 365       18.0 46.4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다 3 228       11.3 29.0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 4 43         2.1 5.5

비해당 0 1,238     61.1

2,025     100.0 100.0

문19.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귀하의 과거 노년 준비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세
요.
1)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검진

문19.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귀하의 과거 노년 준비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세
요.
2) 노후 자금 준비

문19.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귀하의 과거 노년 준비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세
요.
3)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 (종교 활동, 자원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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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_4 (만65세 이상) 과거 노년준비4: 취미/여가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1 147       7.3 18.7

별로 준비하지 않았다 2 360       17.8 45.7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다 3 244       12.0 31.0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 4 36         1.8 4.6

비해당 0 1,238     61.1

2,025     100.0 100.0

Q19_5 (만65세 이상) 과거 노년준비5: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1 336       16.6 42.7

별로 준비하지 않았다 2 381       18.8 48.4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다 3 66         3.3 8.4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 4 4           .2 .5

비해당 0 1,238     61.1

2,025     100.0 100.0

Q101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혼 1 30         1.5 1.5

유배우 2 1,600     79.0 79.0

이혼 3 68         3.4 3.4

별거 4 28         1.4 1.4

사별 5 299       14.8 14.8

2,025     100.0 100.0

문19.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귀하의 과거 노년 준비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세
요.
4) 취미·여가활동

문19.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귀하의 과거 노년 준비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세
요.
5)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직업훈련 등)

배문1. 귀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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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2 응답자 최종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학 글자 모름 1 43         2.1 2.1

무학이나 글자 해독 가능 2 33         1.6 1.6

초등학교 3 331       16.3 16.3

중학교 4 339       16.7 16.7

고등학교 5 853       42.1 42.1

2~3년제 대학교 6 67         3.3 3.3

4년제 대학교 7 327       16.1 16.1

대학원 이상 8 26         1.3 1.3

응답거절 9 6           .3 .3

2,025     100.0 100.0

Q103 응답자 최종학력 이수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졸업 1 1,839     90.8 94.6

수료 2 13         .6 .7

중퇴 3 87         4.3 4.5

재학 4 1           .0 .1

휴학 5 3           .1 .2

비해당 0 82         4.0

2,025     100.0 100.0

Q104 응답자 종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개신교(기독교) 1 515       25.4 25.4

천주교(가톨릭) 2 262       12.9 12.9

불교 3 361       17.8 17.8

기타 종교 4 27         1.3 1.3

종교 없음(무교) 5 860       42.5 42.5

2,025     100.0 100.0

배문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배문2-1. 이수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배문3. 귀하의 종교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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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5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혼자 1 249       12.3 12.3

배우자 2 617       30.5 30.5

배우자+자녀 3 967       47.8 47.8

배우자 없이 자녀만 4 139       6.9 6.9

기타 5 53         2.6 2.6

2,025     100.0 100.0

Q107 주택소유형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가 1 1,465     72.3 72.3

전세 2 372       18.4 18.4

월세 3 168       8.3 8.3

기타 4 20         1.0 1.0

2,025     100.0 100.0

Q109 (자가인 경우) 주택소유명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1,350     66.7 92.2

아니오 2 115       5.7 7.8

비해당 0 560       27.7

2,025     100.0 100.0

배문4. 귀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은 누구인가요?

배문5.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배문5-1. (자가인 경우)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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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0 현재 일을 하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현재 일하고 있다 1 1,086     53.6 53.6

일을 한 경험은 있으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
는 않다

2 765       37.8 37.8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3 174       8.6 8.6

2,025     100.0 100.0

Q111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문직 1 49         2.4 4.5

경영/관리직 2 23         1.1 2.1

사무직 3 64         3.2 5.9

전문기술직 4 37         1.8 3.4

판매/서비스직 5 151       7.5 13.9

단순노무/생산/단순기술직 6 207       10.2 19.1

자영업 7 523       25.8 48.2

기타 8 32         1.6 2.9

비해당 0 939       46.4

2,025     100.0 100.0

Q112 (직업이 있는 경우) 현재 일자리 정부지원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44         2.2 4.1

아니오 2 1,042     51.5 95.9

비해당 0 939       46.4

2,025     100.0 100.0

배문6. 귀하는 현재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거나,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배문6-1. 귀하의 현재 직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배문6-2. 귀하가 현재 하고 계신 일은 정부지원 일자리(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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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3 (직업이 있는 경우) 현재 일자리 폐휴지수거 작업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17         .8 1.6

아니오 2 1,069     52.8 98.4

비해당 0 939       46.4

2,025     100.0 100.0

Q114 (직업이 있는 경우)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상용직 1 225       11.1 20.7

임시직 2 139       6.9 12.8

일용직 3 100       4.9 9.2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4 94         4.6 8.7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 5 495       24.4 45.6

무급가족종사자 6 33         1.6 3.0

비해당 0 939       46.4

2,025     100.0 100.0

Q115 (직업이 있는 경우) 현재 일자리 월평균 소득

==> 데이터와 아래 재분류변수 참조

Q115_R (직업이 있는 경우) 현재 일자리 월평균 소득(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0만원 미만 1 137       6.8 12.6

100만원~200만원 미만 2 377       18.6 34.7

200만원~300만원 미만 3 215       10.6 19.8

300만원~400만원 미만 4 149       7.4 13.7

400만원~500만원 미만 5 69         3.4 6.4

500만원~600만원 미만 6 57         2.8 5.2

600만원~700만원 미만 7 6           .3 .6

배문6-3. 귀하가 현재 하고 계신 일은 폐휴지수거 작업 입니까?

배문6-4. 현 직장(일자리)에서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배문6-5. 귀하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 입니까?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후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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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이상 8 28         1.4 2.6

근로소득 없음&모름/무응답 9 48         2.4 4.4

비해당 0 939       46.4

2,025     100.0 100.0

Q116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문직 1 88         4.3 4.8

경영/관리직 2 45         2.2 2.4

사무직 3 236       11.7 12.7

전문기술직 4 70         3.5 3.8

판매/서비스직 5 287       14.2 15.5

단순노무/생산/단순기술직 6 368       18.2 19.9

자영업 7 693       34.2 37.4

기타 8 64         3.2 3.5

비해당 174       8.6

2,025     100.0 100.0

Q117 작년 한해 월평균 가구소득

==> 데이터와 아래 재분류변수 참조

Q117_R 작년 한해 월평균 가구소득(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0만원 미만 1 205       10.1 10.1

100만원~200만원 미만 2 440       21.7 21.7

200만원~300만원 미만 3 389       19.2 19.2

300만원~400만원 미만 4 404       20.0 20.0

400만원~500만원 미만 5 213       10.5 10.5

500만원~600만원 미만 6 206       10.2 10.2

600만원~700만원 미만 7 58         2.9 2.9

700만원 이상 8 93         4.6 4.6

모름/무응답 9 17         .8 .8

2,025     100.0 100.0

배문6-6. 귀하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직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배문7. 귀 댁의 작년 한해(2013.1.1~2013.12.31) 월평균 소득(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후)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 한 해 동안 혹은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살다가 현재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에게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는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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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8 작년 한해 월평균 소비 지출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8 만원 18 1           .0 .0

20 만원 20 9           .4 .4

25 만원 25 2           .1 .1

30 만원 30 26         1.3 1.3

39 만원 39 1           .0 .0

40 만원 40 28         1.4 1.4

42 만원 42 1           .0 .0

45 만원 45 5           .2 .2

48 만원 48 1           .0 .0

49 만원 49 1           .0 .0

50 만원 50 57         2.8 2.8

55 만원 55 1           .0 .0

60 만원 60 30         1.5 1.5

65 만원 65 1           .0 .0

70 만원 70 52         2.6 2.6

75 만원 75 2           .1 .1

80 만원 80 71         3.5 3.5

90 만원 90 15         .7 .7

95 만원 95 1           .0 .0

99 만원 99 1           .0 .0

100 만원 100 227       11.2 11.2

110 만원 110 3           .1 .1

120 만원 120 42         2.1 2.1

130 만원 130 42         2.1 2.1

140 만원 140 9           .4 .4

150 만원 150 247       12.2 12.2

160 만원 160 12         .6 .6

170 만원 170 4           .2 .2

175 만원 175 1           .0 .0

180 만원 180 42         2.1 2.1

배문8. 귀댁의 작년 한해(2013.1.1~2013.12.31) 월평균 소비 지출액을 말씀해주십시오.
▶소비 지출액에는 주거, 교육, 의료 및 건강 관련 비용과 개인연금, 공적연금 등이 모두 포
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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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만원 190 4           .2 .2

200 만원 200 359       17.7 17.7

210 만원 210 1           .0 .0

220 만원 220 5           .2 .2

230 만원 230 9           .4 .4

240 만원 240 3           .1 .1

250 만원 250 134       6.6 6.6

260 만원 260 2           .1 .1

270 만원 270 1           .0 .0

280 만원 280 13         .6 .6

290 만원 290 4           .2 .2

300 만원 300 249       12.3 12.3

320 만원 320 4           .2 .2

330 만원 330 3           .1 .1

350 만원 350 63         3.1 3.1

370 만원 370 5           .2 .2

380 만원 380 2           .1 .1

400 만원 400 98         4.8 4.8

420 만원 420 1           .0 .0

430 만원 430 2           .1 .1

450 만원 450 22         1.1 1.1

470 만원 470 1           .0 .0

480 만원 480 1           .0 .0

500 만원 500 63         3.1 3.1

510 만원 510 1           .0 .0

520 만원 520 1           .0 .0

550 만원 550 3           .1 .1

600 만원 600 9           .4 .4

650 만원 650 1           .0 .0

700 만원 700 11         .5 .5

750 만원 750 1           .0 .0

800 만원 800 5           .2 .2

850 만원 850 1           .0 .0

1000 만원 1000 1           .0 .0

모름/무응답 9999 7           .3 .3

2,025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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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9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98         4.8 4.8

아니다 2 1,916     94.6 94.6

모름/무응답 9 11         .5 .5

2,025     100.0 100.0

Q120 경제적인 생활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상 1 10         .5 .5

중상 2 102       5.0 5.0

중 3 722       35.7 35.7

중하 4 765       37.8 37.8

하 5 426       21.0 21.0

2,025     100.0 100.0

배문9. 귀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 입니까?

배문10. 귀댁의 경제적인 생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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