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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가구 음용식수의 종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1 146        0.7         0.7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 2 6,265     31.3       31.3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 3 4,364     21.8       21.8            

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신다 4 8,913     44.6       44.6            

약수, 지하수를 마신다 5 312        1.6         1.6             

20,000    100.0     100.0          

q2_1 주거환경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102        0.5         0.5             

약간 불만족 2 1,617     8.1         8.1             

보통이다 3 7,438     37.2       37.2            

약간 만족 4 9,837     49.2       49.2            

매우 만족 5 1,006     5.0         5.0             

20,000    100.0     100.0          

q2_2 경제환경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280        1.4         1.4             

약간 불만족 2 3,309     16.5       16.5            

보통이다 3 9,470     47.4       47.4            

약간 만족 4 6,178     30.9       30.9            

매우 만족 5 762        3.8         3.8             

20,000    100.0     100.0          

문1. 귀댁에서는 마시는 물로 주로 어떤 물을 드십니까?

문2.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1)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문2.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2) 경제환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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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3 사회환경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157        0.8         0.8             

약간 불만족 2 2,852     14.3       14.3            

보통이다 3 8,577     42.9       42.9            

약간 만족 4 7,392     37.0       37.0            

매우 만족 5 1,021     5.1         5.1             

20,000    100.0     100.0          

q2_4 교육환경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368        1.8         1.8             

약간 불만족 2 2,762     13.8       13.8            

보통이다 3 9,650     48.2       48.2            

약간 만족 4 6,662     33.3       33.3            

매우 만족 5 558        2.8         2.8             

20,000    100.0     100.0          

q3_1 에너지 절약 실천도1: 불필요한 조명등 끄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1 78          0.4         0.4             

실천하지 않는 편이다 2 1,664     8.3         8.3             

보통이다 3 4,392     22.0       22.0            

실천하는 편이다 4 11,100    55.5       55.5            

항상 실천하고 있다 5 2,766     13.8       13.8            

20,000    100.0     100.0          

문2.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3)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문2.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4)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문3. 평상시 귀댁에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부 항목별로 생활 속에
서 실천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1) 불필요한 조명등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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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2 에너지 절약 실천도2: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1 410        2.0         2.0             

실천하지 않는 편이다 2 2,672     13.4       13.4            

보통이다 3 6,647     33.2       33.2            

실천하는 편이다 4 8,043     40.2       40.2            

항상 실천하고 있다 5 2,228     11.1       11.1            

20,000    100.0     100.0          

q3_3 에너지 절약 실천도3: 고효율 제품 구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1 213        1.1         1.1             

실천하지 않는 편이다 2 2,745     13.7       13.7            

보통이다 3 8,217     41.1       41.1            

실천하는 편이다 4 7,214     36.1       36.1            

항상 실천하고 있다 5 1,612     8.1         8.1             

20,000    100.0     100.0          

q3_4 에너지 절약 실천도4: 냉장고 속 내용물 줄이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1 261        1.3         1.3             

실천하지 않는 편이다 2 3,467     17.3       17.3            

보통이다 3 8,548     42.7       42.7            

실천하는 편이다 4 6,713     33.6       33.6            

항상 실천하고 있다 5 1,011     5.1         5.1             

20,000    100.0     100.0          

문3. 평상시 귀댁에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부 항목별로 생활 속에
서 실천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2)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문3. 평상시 귀댁에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부 항목별로 생활 속에
서 실천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3) 고효율 제품 구입

문3. 평상시 귀댁에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부 항목별로 생활 속에
서 실천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4) 냉장고 속 내용물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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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5 에너지 절약 실천도5: 대중교통 이용하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1 192        1.0         1.0             

실천하지 않는 편이다 2 2,631     13.2       13.2            

보통이다 3 6,543     32.7       32.7            

실천하는 편이다 4 8,378     41.9       41.9            

항상 실천하고 있다 5 2,256     11.3       11.3            

20,000    100.0     100.0          

q3_6 에너지 절약 실천도6: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하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1 169        0.8         0.8             

실천하지 않는 편이다 2 3,231     16.2       16.2            

보통이다 3 7,619     38.1       38.1            

실천하는 편이다 4 7,560     37.8       37.8            

항상 실천하고 있다 5 1,421     7.1         7.1             

20,000    100.0     100.0          

q3_7 에너지 절약 실천도7: 온수물 사용 줄이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1 137        0.7         0.7             

실천하지 않는 편이다 2 3,058     15.3       15.3            

보통이다 3 8,020     40.1       40.1            

실천하는 편이다 4 7,551     37.8       37.8            

항상 실천하고 있다 5 1,234     6.2         6.2             

20,000    100.0     100.0          

문3. 평상시 귀댁에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부 항목별로 생활 속에
서 실천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5) 대중교통 이용하기

문3. 평상시 귀댁에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부 항목별로 생활 속에
서 실천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6)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하기(내복 입기 등)

문3. 평상시 귀댁에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부 항목별로 생활 속에
서 실천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7) 온수물 사용 줄이기(샤워시간 줄이기, 양치컵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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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8 에너지 절약 실천도8: 생활 쓰레기 줄이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1 153        0.8         0.8             

실천하지 않는 편이다 2 2,493     12.5       12.5            

보통이다 3 7,789     38.9       38.9            

실천하는 편이다 4 8,309     41.5       41.5            

항상 실천하고 있다 5 1,256     6.3         6.3             

20,000    100.0     100.0          

q4 향후 5년이내 이사계획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이사한 계획이 있다 1 5,964     29.8       29.8            

이사한 계획이 없다 2 14,036    70.2       70.2            

20,000    100.0     100.0          

q4_1 [이사계획 有] 이사 계획 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도심권 1 427        2.1         7.2             

동북권 2 1,161     5.8         19.5            

서북권 3 728        3.6         12.2            

서남권 4 1,395     7.0         23.4            

동남권 5 1,268     6.3         21.3            

서울 이외 수도권 6 703        3.5         11.8            

그 외 지역 7 280        1.4         4.7             

비해당 -1 14,036    70.2       

20,000    100.0     100.0          

문3. 평상시 귀댁에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부 항목별로 생활 속에
서 실천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8) 생활 쓰레기 줄이기

문4. 귀하(댁)는 5년 이내(2017년) 이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4-1. (향후 5년이내 이사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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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2 [이사계획 有] 이사시 주거 점유형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가 1 2,289     11.4       38.4            

전세 2 3,226     16.1       54.1            

보증부월세 3 217        1.1         3.6             

월세 4 190        0.9         3.2             

무상 및 기타 5 42          0.2         0.7             

비해당 -1 14,036    70.2       

20,000    100.0     100.0          

q5 10년 후 예상 주거 형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단독주택 1 5,166     25.8       25.8            

아파트 2 12,104    60.5       60.5            

연립/ 다세대 주택 3 1,762     8.8         8.8             

오피스텔 4 508        2.5         2.5             

공동주택 5 454        2.3         2.3             

기타 6 6            0.0         0.0             

20,000    100.0     100.0          

q6_1 주거지 선택 고려 요인: 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제적 여건 1 9,763     48.8       48.8            

교육환경 2 1,521     7.6         7.6             

주변여건 3 4,299     21.5       21.5            

자녀육아 및 양육 4 554        2.8         2.8             

주차/방 개수 등 5 655        3.3         3.3             

거주 안정성/ 주변 치안 6 1,407     7.0         7.0             

문4-2. (향후 5년이내 이사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사 시 주거 점유 형태는 어떻게 하실 생각
입니까?

문5. 귀하는 10년 후에 어떤 주택에서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문6. 거주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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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7 1,335     6.7         6.7             

재테크 수단 8 366        1.8         1.8             

해당 지역의 이미지 9 100        0.5         0.5             

20,000    100.0     100.0          

q6_2 주거지 선택 고려 요인: 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제적 여건 1 2,673     13.4       13.4            

교육환경 2 1,827     9.1         9.1             

주변여건 3 5,735     28.7       28.7            

자녀육아 및 양육 4 1,140     5.7         5.7             

주차/방 개수 등 5 1,439     7.2         7.2             

거주 안정성/ 주변 치안 6 2,807     14.0       14.0            

생활환경 7 2,875     14.4       14.4            

재테크 수단 8 1,148     5.7         5.7             

해당 지역의 이미지 9 228        1.1         1.1             

기타 10 4            0.0         0.0             

모름/무응답 99 123        0.6         0.6             

20,000    100.0     100.0          

q7 미취학 자녀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1,972     9.9         9.9             

없다 2 18,028    90.1       90.1            

20,000    100.0     100.0          

문6. 거주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2) 2순위

문7. 귀댁에는 현재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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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1_1 미취학 자녀1 출생년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05년 2005 45          0.2         2.3             

2006년 2006 305        1.5         15.5            

2007년 2007 322        1.6         16.3            

2008년 2008 346        1.7         17.6            

2009년 2009 323        1.6         16.4            

2010년 2010 311        1.6         15.8            

2011년 2011 218        1.1         11.1            

2012년 2012 100        0.5         5.1             

비해당 -1 18,028    90.1       

20,000    100.0     100.0          

q7_1_2 미취학 자녀1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1,061     5.3         53.8            

여자 2 911        4.6         46.2            

비해당 -1 18,028    90.1       

20,000    100.0     100.0          

문7-1.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
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
시설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 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자녀1]
1) 출생년도

문7-1.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
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
시설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 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자녀1]
2)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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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1_3 미취학 자녀1 보육방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 1 492        2.5         24.9            

부모님 이나 친인척이 돌본다 2 237        1.2         12.0            

친인척 외에 개인에게 맡긴다 3 30          0.1         1.5             

어린이 집에 보낸다 4 769        3.8         39.0            

유치원에 보낸다 5 445        2.2         22.6            

비해당 -1 18,028    90.1       

20,000    100.0     100.0          

q7_1_4 미취학 자녀1 보육시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국공립 1 390        1.9         32.1            

법인 2 169        0.8         14.0            

민간개인 3 503        2.5         41.4            

가정 (놀이방) 4 140        0.7         11.6            

직장 5 11          0.1         0.9             

공동육아 6 1            0.0         0.0             

비해당 -1 18,786    93.9       

20,000    100.0     100.0          

문7-1.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
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
시설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 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자녀1]
3) 보육방법

문7-1.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
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
시설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 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자녀1]
4)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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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1_5 미취학 자녀1 보육시설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9            0.0         0.8             

약간 불만족 2 35          0.2         2.9             

보통 3 351        1.8         28.9            

약간 만족 4 705        3.5         58.1            

매우 만족 5 113        0.6         9.3             

비해당 -1 18,786    93.9       

20,000    100.0     100.0          

q7_2_1 미취학 자녀2 출생년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05년 2005 5            0.0         1.2             

2006년 2006 3            0.0         0.8             

2007년 2007 19          0.1         4.3             

2008년 2008 74          0.4         17.0            

2009년 2009 103        0.5         23.7            

2010년 2010 91          0.5         21.0            

2011년 2011 85          0.4         19.5            

2012년 2012 54          0.3         12.5            

비해당 -1 19,566    97.8       

20,000    100.0     100.0          

문7-1.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
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
시설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 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자녀1]
5) 보육시설 만족도

문7-1.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
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
시설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 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자녀2]
1) 출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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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2_2 미취학 자녀2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196        1.0         45.0            

여자 2 239        1.2         55.0            

비해당 -1 19,566    97.8       

20,000    100.0     100.0          

q7_2_3 미취학 자녀2 보육방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 1 197        1.0         45.3            

부모님 이나 친인척이 돌본다 2 41          0.2         9.5             

친인척 외에 개인에게 맡긴다 3 5            0.0         1.1             

어린이 집에 보낸다 4 152        0.8         34.9            

유치원에 보낸다 5 40          0.2         9.2             

비해당 -1 19,566    97.8       

20,000    100.0     100.0          

q7_2_4 미취학 자녀2 보육시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국공립 1 39          0.2         20.5            

법인 2 13          0.1         6.6             

문7-1.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
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
시설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 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자녀2]
2) 성별

문7-1.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
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
시설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 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자녀2]
3) 보육방법

문7-1.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
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
시설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 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자녀2]
4)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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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인 3 104        0.5         54.1            

가정 (놀이방) 4 33          0.2         17.0            

직장 5 3            0.0         1.8             

비해당 -1 19,808    99.0       

20,000    100.0     100.0          

q7_2_5 미취학 자녀2 보육시설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1            0.0         0.6             

약간 불만족 2 8            0.0         4.4             

보통 3 48          0.2         25.2            

약간 만족 4 116        0.6         60.5            

매우 만족 5 18          0.1         9.2             

비해당 -1 19,808    99.0       

20,000    100.0     100.0          

q7_3_1 미취학 자녀3 출생년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09년 2009 3            0.0         12.0            

2010년 2010 15          0.1         53.8            

2011년 2011 7            0.0         23.1            

2012년 2012 3            0.0         11.2            

비해당 -1 19,971    99.9       

20,000    100.0     100.0          

문7-1.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
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
시설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 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자녀2]
5) 보육시설 만족도

문7-1.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
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
시설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 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자녀3]
1) 출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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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3_2 미취학 자녀3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13          0.1         45.1            

여자 2 16          0.1         54.9            

비해당 -1 19,971    99.9       

20,000    100.0     100.0          

q7_3_3 미취학 자녀3 보육방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 1 18          0.1         63.2            

부모님 이나 친인척이 돌본다 2 3            0.0         12.0            

어린이 집에 보낸다 4 7            0.0         24.8            

비해당 -1 19,971    99.9       

20,000    100.0     100.0          

q7_3_4 미취학 자녀3 보육시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법인 2 1            0.0         14.6            

민간개인 3 4            0.0         61.1            

가정 (놀이방) 4 2            0.0         24.2            

비해당 -1 19,993    100.0     

20,000    100.0     100.0          

문7-1.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
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
시설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 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자녀3]
2) 성별

문7-1.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
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
시설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 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자녀3]
3) 보육방법

문7-1.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
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
시설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 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자녀3]
4)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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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3_5 미취학 자녀3 보육시설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통 3 1            0.0         12.8            

약간 만족 4 6            0.0         87.2            

비해당 -1 19,993    100.0     

20,000    100.0     100.0          

q8 초중고 자녀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6,009     30.0       30.0            

없다 2 13,991    70.0       70.0            

20,000    100.0     100.0          

q8_1_1 공교육 환경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95          0.5         1.6             

약간 불만족 2 1,059     5.3         17.6            

보통 3 2,785     13.9       46.4            

약간 만족 4 1,885     9.4         31.4            

매우 만족 5 184        0.9         3.1             

비해당 -1 13,991    70.0       

20,000    100.0     100.0          

문7-1.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
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
시설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 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자녀3]
5) 보육시설 만족도

문8. 귀댁에는 현재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문8-1. 현재 귀댁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1) 공교육 환경(교육비, 교육수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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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1_2 사교육 환경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298        1.5         5.0             

약간 불만족 2 1,743     8.7         29.0            

보통 3 2,634     13.2       43.8            

약간 만족 4 1,253     6.3         20.9            

매우 만족 5 81          0.4         1.3             

비해당 -1 13,991    70.0       

20,000    100.0     100.0          

q9_1 지난 1년간 위험을 느낀 일1: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128     10.6       10.6            

아니다 2 17,872    89.4       89.4            

20,000    100.0     100.0          

q9_2 지난 1년간 위험을 느낀 일2: 가족의 건강 이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146     10.7       10.7            

아니다 2 17,854    89.3       89.3            

20,000    100.0     100.0          

문8-1. 현재 귀댁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2) 사교육 환경(교육비, 교육수준 등)

문9.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귀하 또는 귀댁
에서 위험을 느끼셨던 일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
오.
1)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이혼, 별거, 취업, 입대 등)

문9.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귀하 또는 귀댁
에서 위험을 느끼셨던 일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
오.
2) 가족의 건강 이상(입원, 수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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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3 지난 1년간 위험을 느낀 일3: 실직 또는 파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948        4.7         4.7             

아니다 2 19,052    95.3       95.3            

20,000    100.0     100.0          

q9_4 지난 1년간 위험을 느낀 일4: 직업 불안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242     6.2         6.2             

아니다 2 18,758    93.8       93.8            

20,000    100.0     100.0          

q9_5 지난 1년간 위험을 느낀 일5: 산업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74        1.4         1.4             

아니다 2 19,726    98.6       98.6            

20,000    100.0     100.0          

q9_6 지난 1년간 위험을 느낀 일6: 범죄피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604        3.0         3.0             

아니다 2 19,396    97.0       97.0            

20,000    100.0     100.0          

문9.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귀하 또는 귀댁
에서 위험을 느끼셨던 일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
오.
3) 실직 또는 파산

문9.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귀하 또는 귀댁
에서 위험을 느끼셨던 일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
오.
4) 직업 불안정(비정규직 전환 등)

문9.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귀하 또는 귀댁
에서 위험을 느끼셨던 일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
오.
5) 산업재해

문9.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귀하 또는 귀댁
에서 위험을 느끼셨던 일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
오.
6) 범죄피해(사기, 절도, 폭행, 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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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7 지난 1년간 위험을 느낀 일7: 투자손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121     5.6         5.6             

아니다 2 18,879    94.4       94.4            

20,000    100.0     100.0          

q9_8 지난 1년간 위험을 느낀 일8: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1          0.1         0.1             

아니다 2 19,979    99.9       99.9            

20,000    100.0     100.0          

q10_1 생활안전도1: 소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604        3.0         3.0             

심각하다 2 4,773     23.9       23.9            

심각하지 않다 3 11,177    55.9       55.9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3,447     17.2       17.2            

20,000    100.0     100.0          

문9.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귀하 또는 귀댁
에서 위험을 느끼셨던 일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
오.
7) 투자손실(주식, 부동산 등)

문9.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귀하 또는 귀댁
에서 위험을 느끼셨던 일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
오.
8) 기타

문10.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은 다음의 각 항목과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1)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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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2 생활안전도2: 대기오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462        2.3         2.3             

심각하다 2 4,908     24.5       24.5            

심각하지 않다 3 11,056    55.3       55.3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3,575     17.9       17.9            

20,000    100.0     100.0          

q10_3 생활안전도3: 휴식 공간 및 녹지부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440        2.2         2.2             

심각하다 2 4,738     23.7       23.7            

심각하지 않다 3 10,455    52.3       52.3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4,366     21.8       21.8            

20,000    100.0     100.0          

q10_4 생활안전도4: 수질오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314        1.6         1.6             

심각하다 2 3,829     19.1       19.1            

심각하지 않다 3 11,434    57.2       57.2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4,422     22.1       22.1            

20,000    100.0     100.0          

문10.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은 다음의 각 항목과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2) 대기오염

문10.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은 다음의 각 항목과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3) 휴식공간 및 녹지부족

문10.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은 다음의 각 항목과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4) 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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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5 생활안전도5: 범죄, 폭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774        3.9         3.9             

심각하다 2 5,642     28.2       28.2            

심각하지 않다 3 10,700    53.5       53.5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2,884     14.4       14.4            

20,000    100.0     100.0          

q10_6 생활안전도6: 길거리의 쓰레기방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744        3.7         3.7             

심각하다 2 6,222     31.1       31.1            

심각하지 않다 3 10,434    52.2       52.2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2,600     13.0       13.0            

20,000    100.0     100.0          

q10_7 생활안전도7: 주차질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1,602     8.0         8.0             

심각하다 2 7,468     37.3       37.3            

심각하지 않다 3 8,675     43.4       43.4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2,255     11.3       11.3            

20,000    100.0     100.0          

문10.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은 다음의 각 항목과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5) 범죄, 폭력

문10.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은 다음의 각 항목과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6) 길거리의 쓰레기 방치

문10.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은 다음의 각 항목과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7) 주차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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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가구 부채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주택 임차 및 구입 1 6,159     30.8       30.8            

교육비 2 1,481     7.4         7.4             

의료비 3 582        2.9         2.9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4 891        4.5         4.5             

재테크 투자 5 994        5.0         5.0             

기타 6 68          0.3         0.3             

부채 없음 7 9,826     49.1       49.1            

20,000    100.0     100.0          

q12 주관적 가구소득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점 (저소득) 1 247        1.2         1.2             

2점 2 803        4.0         4.0             

3점 3 2,254     11.3       11.3            

4점 4 3,496     17.5       17.5            

5점 (중간) 5 5,321     26.6       26.6            

6점 (중간) 6 5,064     25.3       25.3            

7점 7 2,185     10.9       10.9            

8점 8 575        2.9         2.9             

9점 9 53          0.3         0.3             

10점 (고소득) 10 1            0.0         0.0             

20,000    100.0     100.0          

문12. 이번에는 귀댁의 소득수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1(저소득)
부터 10(고소득)까지로 구분한다면 귀댁의 소득은 어디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1. 귀댁에 부채가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



A1-2012-0162
서울서베이, 2012 : 가구

q13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0만원 미만 1 780        3.9         3.9             

100 - 200만 미만 2 2,323     11.6       11.6            

200 - 300만 미만 3 3,804     19.0       19.0            

300 - 400만 미만 4 5,069     25.3       25.3            

400 - 500만 미만 5 4,009     20.0       20.0            

500만원 이상 6 4,016     20.1       20.1            

20,000    100.0     100.0          

d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성 1 15,756    78.8       78.8            

여성 2 4,244     21.2       21.2            

20,000    100.0     100.0          

dq2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이하 1 1,330     6.6         6.6             

30대 2 4,301     21.5       21.5            

40대 3 5,227     26.1       26.1            

50대 4 4,638     23.2       23.2            

60세 이상 5 4,505     22.5       22.5            

20,000    100.0     100.0          

dq3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졸 이하 1 2,122     10.6       10.6            

고졸 이하 2 6,877     34.4       34.4            

전문대 이하 3 4,047     20.2       20.2            

대학교 이하 4 6,586     32.9       32.9            

대학원 이상 5 368        1.8         1.8             

20,000    100.0     100.0          

문13. 귀댁의 지난 1년동안(2011.10.1 - 2012.9.30) 세금납부(공제)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
득은 얼마입니까?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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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4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리자 1 1,230     6.2         6.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 1,251     6.3         6.3             

사무 종사자 3 5,792     29.0       29.0            

서비스 종사자 4 3,052     15.3       15.3            

판매 종사자 5 3,128     15.6       15.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 37          0.2         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 1,543     7.7         7.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 511        2.6         2.6             

단순노무 종사자 9 899        4.5         4.5             

학생 10 291        1.5         1.5             

주부 11 606        3.0         3.0             

무직 12 1,656     8.3         8.3             

기타 13 4            0.0         0.0             

20,000    100.0     100.0          

dq5 주택유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단독주택 1 7,764     38.8       38.8            

아파트 2 8,190     41.0       41.0            

다세대 주택 3 2,803     14.0       14.0            

연립/기타 4 1,242     6.2         6.2             

20,000    100.0     100.0          

dq6 주택점유형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기집 1 8,234     41.2       41.2            

전세 2 6,580     32.9       32.9            

월세/기타 3 5,186     25.9       25.9            

20,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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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7 가구원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인 1 4,792     24.0       24.0            

2인 2 4,565     22.8       22.8            

3인 3 4,554     22.8       22.8            

4인 4 4,549     22.7       22.7            

5인 이상 5 1,540     7.7         7.7             

20,000    100.0     100.0          

dq8 조사지역_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종로구 110 329        1.6         1.6             

중구 140 260        1.3         1.3             

용산구 170 480        2.4         2.4             

성동구 200 593        3.0         3.0             

광진구 215 776        3.9         3.9             

동대문구 230 736        3.7         3.7             

중랑구 260 863        4.3         4.3             

성북구 290 950        4.7         4.7             

강북구 305 693        3.5         3.5             

도봉구 320 696        3.5         3.5             

노원구 350 1,112     5.6         5.6             

은평구 380 970        4.8         4.8             

서대문구 410 635        3.2         3.2             

마포구 440 790        4.0         4.0             

양천구 470 883        4.4         4.4             

강서구 500 1,101     5.5         5.5             

구로구 530 809        4.0         4.0             

금천구 545 494        2.5         2.5             

영등포구 560 771        3.9         3.9             

동작구 590 812        4.1         4.1             

관악구 620 1,170     5.8         5.8             

서초구 650 819        4.1         4.1             

강남구 680 1,100     5.5         5.5             

송파구 710 1,252     6.3         6.3             

강동구 740 907        4.5         4.5             

20,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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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9 조사지역_권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도심권 1 1,069     5.3         5.3             

동북권 2 6,420     32.1       32.1            

서북권 3 2,395     12.0       12.0            

서남권 4 6,039     30.2       30.2            

동남권 5 4,078     20.4       20.4            

20,000    100.0     100.0          

dq10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상 1 355        1.8         1.8             

중상 3 3,766     18.8       18.8            

중하 4 10,009    50.0       50.0            

하상 5 5,181     25.9       25.9            

하하 6 688        3.4         3.4             

20,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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