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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건강인식 조사, 2010

TYPE 조사지역: 수원 vs 천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수원 1 332 45.4 45.4

천안 2 399 54.6 54.6

731 100.0 100.0

V1 보건행정서비스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25 3.4 3.4

그런 편이다 2 232 31.7 31.7

보통이다 3 345 47.2 47.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92 12.6 12.6

전혀 그렇지 않다 5 9 1.2 1.2

무응답 9 28 3.8 3.8

731 100.0 100.0

V2_1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1: 흡연예방 및 금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544 74.4 74.4

필요하다 2 176 24.1 24.1

필요하지 않다 3 7 1.0 1.0

전혀 필요없다 4 2 .3 .3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1. 수원시, 천안시가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서비스 행정을 펼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2. 다음 청소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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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건강인식 조사, 2010

V2_2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2: 운동참여 활성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91 53.5 53.5

필요하다 2 307 42.0 42.0

필요하지 않다 3 28 3.8 3.8

전혀 필요없다 4 3 .4 .4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V2_3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3: 음주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75 65.0 65.0

필요하다 2 233 31.9 31.9

필요하지 않다 3 17 2.3 2.3

전혀 필요없다 4 5 .7 .7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2_4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4: 바른 식생활습관 등 영양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69 50.5 50.5

필요하다 2 313 42.8 42.8

필요하지 않다 3 39 5.3 5.3

전혀 필요없다 4 9 1.2 1.2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2. 다음 청소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아동/청소년의 운동 참여 활성화

2. 다음 청소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아동/청소년의 음주 문제

2. 다음 청소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아동/청소년의 바른 식생활 습관 등 영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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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_5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5: 비만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55 48.6 48.6

필요하다 2 316 43.2 43.2

필요하지 않다 3 54 7.4 7.4

전혀 필요없다 4 5 .7 .7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2_6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6: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관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84 52.5 52.5

필요하다 2 315 43.1 43.1

필요하지 않다 3 27 3.7 3.7

전혀 필요없다 4 1 .1 .1

무응답 9 4 .5 .5

731 100.0 100.0

V2_7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7: 충치 구강건강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67 50.2 50.2

필요하다 2 334 45.7 45.7

필요하지 않다 3 26 3.6 3.6

전혀 필요없다 4 1 .1 .1

무응답 9 3 .4 .4

731 100.0 100.0

2. 다음 청소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

2. 다음 청소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아동/청소년(특히 초등학생) 구강건강 문제

2. 다음 청소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아동/청소년의 비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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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_8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8: 바른 성인식 태도형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23 57.9 57.9

필요하다 2 292 39.9 39.9

필요하지 않다 3 13 1.8 1.8

무응답 9 3 .4 .4

731 100.0 100.0

V2_9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9: 약물 중독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81 52.1 52.1

필요하다 2 292 39.9 39.9

필요하지 않다 3 32 4.4 4.4

전혀 필요없다 4 24 3.3 3.3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V2_10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10: 인터넷 및 휴대폰 중독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98 68.1 68.1

필요하다 2 218 29.8 29.8

필요하지 않다 3 10 1.4 1.4

전혀 필요없다 4 2 .3 .3

무응답 9 3 .4 .4

731 100.0 100.0

2. 다음 청소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아동/청소년의 바른 성인식과 태도 형성 문제

2. 다음 청소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아동/청소년의 약물 중독 문제

2. 다음 청소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및 휴대폰 중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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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_1 성인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1: 금연실천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41 60.3 60.3

필요하다 2 258 35.3 35.3

필요하지 않다 3 29 4.0 4.0

전혀 필요없다 4 2 .3 .3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3_2 성인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2: 운동실천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29 45.0 45.0

필요하다 2 351 48.0 48.0

필요하지 않다 3 48 6.6 6.6

전혀 필요없다 4 2 .3 .3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3_3 성인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3: 절주실천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54 48.4 48.4

필요하다 2 326 44.6 44.6

필요하지 않다 3 47 6.4 6.4

전혀 필요없다 4 2 .3 .3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3. 다음 성인(20대 이상)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운동 실천 문제

3. 다음 성인(20대 이상)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절주 실천 문제

3. 다음 성인(20대 이상)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금연 실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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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건강인식 조사, 2010

V3_4 성인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4: 균형있는 영양섭취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286 39.1 39.1

필요하다 2 384 52.5 52.5

필요하지 않다 3 51 7.0 7.0

전혀 필요없다 4 9 1.2 1.2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3_5 성인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5: 비만 극복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296 40.5 40.5

필요하다 2 352 48.2 48.2

필요하지 않다 3 74 10.1 10.1

전혀 필요없다 4 7 1.0 1.0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V3_6 성인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6: 정신건강관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70 50.6 50.6

필요하다 2 328 44.9 44.9

필요하지 않다 3 28 3.8 3.8

전혀 필요없다 4 2 .3 .3

무응답 9 3 .4 .4

731 100.0 100.0

3. 다음 성인(20대 이상)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균형 있는 영양 섭취 문제

3. 다음 성인(20대 이상)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비만 극복 문제

3. 다음 성인(20대 이상)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스트레스 및 우울 등 정신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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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_7 성인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7: 5대 암  건강검진율 향상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25 58.1 58.1

필요하다 2 268 36.7 36.7

필요하지 않다 3 31 4.2 4.2

전혀 필요없다 4 6 .8 .8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3_8 성인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8: 만성병 건강검진율 향상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93 53.8 53.8

필요하다 2 296 40.5 40.5

필요하지 않다 3 35 4.8 4.8

전혀 필요없다 4 5 .7 .7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V3_9 성인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9: 만성병 교육관리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96 54.2 54.2

필요하다 2 288 39.4 39.4

필요하지 않다 3 39 5.3 5.3

전혀 필요없다 4 6 .8 .8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3. 다음 성인(20대 이상)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고혈압, 당뇨 등 만성병 건강검진율을 높이는 문제

3. 다음 성인(20대 이상)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고혈압, 당뇨 등 만성병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도록 교육하고 관리하는
문제

3. 다음 성인(20대 이상)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건강검진율을 높이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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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_10 성인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10: 골다공증, 골관절염의 체계적 관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53 48.3 48.3

필요하다 2 311 42.5 42.5

필요하지 않다 3 55 7.5 7.5

전혀 필요없다 4 7 1.0 1.0

무응답 9 5 .7 .7

731 100.0 100.0

V4_1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1: 산전관리 체계적 시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69 50.5 50.5

필요하다 2 353 48.3 48.3

필요하지 않다 3 8 1.1 1.1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4_2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2: 모유 수유률 향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77 51.6 51.6

필요하다 2 334 45.7 45.7

필요하지 않다 3 19 2.6 2.6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3. 다음 성인(20대 이상)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골다공증, 골관절염의 체계적인 관리

4. 다음 산모와 영유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산모의 산전관리(산부인과 검진, 산모체조, 영양교육 등)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문
제

4. 다음 산모와 영유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모유 수유율을 높이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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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_3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3: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57 62.5 62.5

필요하다 2 264 36.1 36.1

필요하지 않다 3 8 1.1 1.1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V4_4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4: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39 60.1 60.1

필요하다 2 278 38.0 38.0

필요하지 않다 3 11 1.5 1.5

전혀 필요없다 4 1 .1 .1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V4_5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5: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52 48.2 48.2

필요하다 2 341 46.6 46.6

필요하지 않다 3 31 4.2 4.2

전혀 필요없다 4 6 .8 .8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4. 다음 산모와 영유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영유아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도록 하는 문제

4. 다음 산모와 영유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취학 전 아동 시력검사를 빠짐없이 받도록 하는 문제

4. 다음 산모와 영유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영유아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받도록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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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_6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6: 취학전 아동 구강건강 및 충치예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81 52.1 52.1

필요하다 2 336 46.0 46.0

필요하지 않다 3 13 1.8 1.8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4_7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7: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07 55.7 55.7

필요하다 2 307 42.0 42.0

필요하지 않다 3 14 1.9 1.9

전혀 필요없다 4 2 .3 .3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4_8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8: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51 61.7 61.7

필요하다 2 262 35.8 35.8

필요하지 않다 3 17 2.3 2.3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4. 다음 산모와 영유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취학 전 아동 구강건강 및 충치예방을 위한 문제

4. 다음 산모와 영유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신생아들이 필수적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빠짐없이 받도록 하는 문제

4. 다음 산모와 영유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어린이 차량 탑승시 안전벨트 착용 및 보행시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대
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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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_9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9: 임산부와 영유아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77 65.3 65.3

필요하다 2 241 33.0 33.0

필요하지 않다 3 9 1.2 1.2

무응답 9 4 .5 .5

731 100.0 100.0

V5_1 노인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1: 금연실천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19 43.6 43.6

필요하다 2 329 45.0 45.0

필요하지 않다 3 74 10.1 10.1

전혀 필요없다 4 8 1.1 1.1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5_2 노인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2: 운동실천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35 45.8 45.8

필요하다 2 350 47.9 47.9

필요하지 않다 3 44 6.0 6.0

전혀 필요없다 4 1 .1 .1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5. 다음 노인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금연 실천 문제

5. 다음 노인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운동 실천 문제

4. 다음 산모와 영유아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산모와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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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_3 노인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3: 절주실천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281 38.4 38.4

필요하다 2 376 51.4 51.4

필요하지 않다 3 71 9.7 9.7

전혀 필요없다 4 2 .3 .3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5_4 노인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4: 균형있는 영양섭취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10 42.4 42.4

필요하다 2 376 51.4 51.4

필요하지 않다 3 41 5.6 5.6

전혀 필요없다 4 3 .4 .4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5_5 노인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5: 비만극복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232 31.7 31.7

필요하다 2 389 53.2 53.2

필요하지 않다 3 105 14.4 14.4

전혀 필요없다 4 4 .5 .5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5. 다음 노인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절주 실천 문제

5. 다음 노인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균형 있는 영양 섭취 문제

5. 다음 노인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비만 극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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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_6 노인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6: 정신건강관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76 51.4 51.4

필요하다 2 328 44.9 44.9

필요하지 않다 3 24 3.3 3.3

전혀 필요없다 4 2 .3 .3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5_7 노인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7: 성생활 및 성인식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224 30.6 30.6

필요하다 2 382 52.3 52.3

필요하지 않다 3 99 13.5 13.5

전혀 필요없다 4 24 3.3 3.3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V5_8 노인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8: 만성병 건강검진율 향상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97 54.3 54.3

필요하다 2 311 42.5 42.5

필요하지 않다 3 22 3.0 3.0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5. 다음 노인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노인의 성생활 및 성인식 문제

5. 다음 노인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고혈압, 당뇨 등 만성병 건강검진율을 높이는 문제

5. 다음 노인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노인 스트레스 및 우울 등 정신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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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_9 노인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9: 만성병 지속적 교육관리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32 59.1 59.1

필요하다 2 281 38.4 38.4

필요하지 않다 3 17 2.3 2.3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5_10 노인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10: 골다공증, 골관절염의 체계적 관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16 56.9 56.9

필요하다 2 295 40.4 40.4

필요하지 않다 3 18 2.5 2.5

전혀 필요없다 4 1 .1 .1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5_11 노인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11: 구강건강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25 58.1 58.1

필요하다 2 288 39.4 39.4

필요하지 않다 3 17 2.3 2.3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5. 다음 노인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고혈압, 당뇨 등 만성병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도록 교육하고 관리하는
문제

5. 다음 노인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골다공증, 골관절염의 체계적인 관리

5. 다음 노인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노인 의치, 보철 등 구강건강관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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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_12 노인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12: 거동불능노인 주간보호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30 58.8 58.8

필요하다 2 287 39.3 39.3

필요하지 않다 3 13 1.8 1.8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5_13 노인건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13: 치매노인관리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73 64.7 64.7

필요하다 2 243 33.2 33.2

필요하지 않다 3 12 1.6 1.6

무응답 9 3 .4 .4

731 100.0 100.0

V6_1 노력이 더 필요한 분야1: 식당 및 음식물 취급자의 건강관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97 54.3 54.3

필요하다 2 314 43.0 43.0

필요하지 않다 3 19 2.6 2.6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5. 다음 노인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치매 노인 관리 문제

6. 계층별로 나눠지지 않는 건강 문제 가운데 수원시, 천안시 전체적으로 노력이 필요
한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되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식당 및 음식물 취급의 위생

5. 다음 노인의 건강문제 중 향후 수원시, 천안시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거동불능노인에 대한 재가복지 등 주간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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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_2 노력이 더 필요한 분야2: 급,만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감시,검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60 49.2 49.2

필요하다 2 347 47.5 47.5

필요하지 않다 3 20 2.7 2.7

전혀 필요없다 4 2 .3 .3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V6_3 노력이 더 필요한 분야3: 결핵환자 발견 및 관리, 관심향상 캠페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03 41.5 41.5

필요하다 2 373 51.0 51.0

필요하지 않다 3 37 5.1 5.1

전혀 필요없다 4 14 1.9 1.9

무응답 9 4 .5 .5

731 100.0 100.0

V6_4 노력이 더 필요한 분야4: 운동 환경 조성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38 46.2 46.2

필요하다 2 356 48.7 48.7

필요하지 않다 3 32 4.4 4.4

전혀 필요없다 4 2 .3 .3

무응답 9 3 .4 .4

731 100.0 100.0

6. 계층별로 나눠지지 않는 건강 문제 가운데 수원시, 천안시 전체적으로 노력이 필요
한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되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감시, 검사

6. 계층별로 나눠지지 않는 건강 문제 가운데 수원시, 천안시 전체적으로 노력이 필요
한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되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핵환자 발견 및 관리와 주민의 결핵관심을 높이는 교육 등 캠페인

6. 계층별로 나눠지지 않는 건강 문제 가운데 수원시, 천안시 전체적으로 노력이 필요
한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되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걷기, 자전거타기 등 운동을 위한 환경조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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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_5 노력이 더 필요한 분야5: 저소득계층 건강복지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25 58.1 58.1

필요하다 2 293 40.1 40.1

필요하지 않다 3 11 1.5 1.5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V6_6 노력이 더 필요한 분야6: 재가장애인의 건강복지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95 54.0 54.0

필요하다 2 323 44.2 44.2

필요하지 않다 3 11 1.5 1.5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V6_7 노력이 더 필요한 분야7: 공중이용시설의 흡연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23 57.9 57.9

필요하다 2 279 38.2 38.2

필요하지 않다 3 21 2.9 2.9

전혀 필요없다 4 5 .7 .7

무응답 9 3 .4 .4

731 100.0 100.0

6. 계층별로 나눠지지 않는 건강 문제 가운데 수원시, 천안시 전체적으로 노력이 필요
한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되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재가)장애인의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등 건강 복지 문제

6. 계층별로 나눠지지 않는 건강 문제 가운데 수원시, 천안시 전체적으로 노력이 필요
한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되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중이용 시설의 흡연 문제

6. 계층별로 나눠지지 않는 건강 문제 가운데 수원시, 천안시 전체적으로 노력이 필요
한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되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저소득계층의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등 건강복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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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_8 노력이 더 필요한 분야8: 음주운전/과속난폭운전 방지, 안전벨트 착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36 59.6 59.6

필요하다 2 265 36.3 36.3

필요하지 않다 3 23 3.1 3.1

전혀 필요없다 4 5 .7 .7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V7_1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도1: 일반 외래(내과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편리하다 1 172 23.5 23.5

편리하다 2 422 57.7 57.7

편리하지 않다 3 112 15.3 15.3

불편하다 4 23 3.1 3.1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V7_2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도2: 입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편리하다 1 113 15.5 15.5

편리하다 2 408 55.8 55.8

편리하지 않다 3 178 24.4 24.4

불편하다 4 30 4.1 4.1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6. 계층별로 나눠지지 않는 건강 문제 가운데 수원시, 천안시 전체적으로 노력이 필요
한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되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음주운전율을 낮추고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며 과속 난폭운전하지 않도록 하는 문
제

7. 수원시, 천안시 시민이 병의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
견조사입니다.
1. 내과 등 일반 외래 이용

7. 수원시, 천안시 시민이 병의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
견조사입니다.
2. 입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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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_3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도3: 치과 외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편리하다 1 148 20.2 20.2

편리하다 2 423 57.9 57.9

편리하지 않다 3 133 18.2 18.2

불편하다 4 26 3.6 3.6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7_4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도4: 정신과 외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편리하다 1 98 13.4 13.4

편리하다 2 331 45.3 45.3

편리하지 않다 3 232 31.7 31.7

불편하다 4 65 8.9 8.9

무응답 9 5 .7 .7

731 100.0 100.0

V7_5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도5: 약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편리하다 1 240 32.8 32.8

편리하다 2 398 54.4 54.4

편리하지 않다 3 74 10.1 10.1

불편하다 4 17 2.3 2.3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7. 수원시, 천안시 시민이 병의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
견조사입니다.
4. 정신과 문제 외래 이용

7. 수원시, 천안시 시민이 병의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
견조사입니다.
5. 약국 이용

7. 수원시, 천안시 시민이 병의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
견조사입니다.
3. 치과 외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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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_6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도6: 재활서비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편리하다 1 134 18.3 18.3

편리하다 2 390 53.4 53.4

편리하지 않다 3 182 24.9 24.9

불편하다 4 22 3.0 3.0

무응답 9 3 .4 .4

731 100.0 100.0

V7_7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도7: 응급의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편리하다 1 129 17.6 17.6

편리하다 2 372 50.9 50.9

편리하지 않다 3 180 24.6 24.6

불편하다 4 46 6.3 6.3

무응답 9 4 .5 .5

731 100.0 100.0

V7_8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도8: 일반 외래(한방진료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편리하다 1 137 18.7 18.7

편리하다 2 404 55.3 55.3

편리하지 않다 3 154 21.1 21.1

불편하다 4 34 4.7 4.7

무응답 9 2 .3 .3

731 100.0 100.0

7. 수원시, 천안시 시민이 병의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
견조사입니다.
6. 물리치료 등 재활 서비스 이용

7. 수원시, 천안시 시민이 병의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
견조사입니다.
7. 응급의료 이용

7. 수원시, 천안시 시민이 병의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
견조사입니다.
8. 한방진료 등 일반 외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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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_9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도9: 심야 외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편리하다 1 110 15.0 15.0

편리하다 2 271 37.1 37.1

편리하지 않다 3 260 35.6 35.6

불편하다 4 86 11.8 11.8

무응답 9 4 .5 .5

731 100.0 100.0

V7_10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도10: 교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편리하다 1 159 21.8 21.8

편리하다 2 319 43.6 43.6

편리하지 않다 3 183 25.0 25.0

불편하다 4 69 9.4 9.4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V7_11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도11: 건강보험 적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편리하다 1 197 26.9 26.9

편리하다 2 366 50.1 50.1

편리하지 않다 3 131 17.9 17.9

불편하다 4 36 4.9 4.9

무응답 9 1 .1 .1

731 100.0 100.0

7. 수원시, 천안시 시민이 병의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
견조사입니다.
10. 의료이용을 위한 교통

7. 수원시, 천안시 시민이 병의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
견조사입니다.
11. 건강보험 적용

7. 수원시, 천안시 시민이 병의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
견조사입니다.
9. 심야(밤10시~아침8시) 외래의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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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_12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도12: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편리하다 1 145 19.8 19.8

편리하다 2 376 51.4 51.4

편리하지 않다 3 166 22.7 22.7

불편하다 4 35 4.8 4.8

무응답 9 9 1.2 1.2

731 100.0 100.0

V7_13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도13: 노인요양병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편리하다 1 120 16.4 16.4

편리하다 2 338 46.2 46.2

편리하지 않다 3 220 30.1 30.1

불편하다 4 47 6.4 6.4

무응답 9 6 .8 .8

731 100.0 100.0

SEX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286 39.1 39.1

여자 2 445 60.9 60.9

731 100.0 100.0

7. 수원시, 천안시 시민이 병의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
견조사입니다.
12.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이용

7. 수원시, 천안시 시민이 병의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
견조사입니다.
13. 치매 등 장애 노인의 요양병원 이용

8. 귀하의 성별을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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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응답자 연령

==> 데이터와 아래 재분류 변수 참조

OLD_re 응답자 연령(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세 미만 1 10 1.4 1.4

20-29세 2 145 19.8 19.8

30-39세 3 203 27.8 27.8

40-49세 4 204 27.9 27.9

50-59세 5 125 17.1 17.1

60세 이상 6 44 6.0 6.0

731 100.0 100.0

EDU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졸이하 1 31 4.2 4.2

고등학교 졸업 2 282 38.6 38.6

전문대학 졸업 3 172 23.5 23.5

대학 중퇴/재학 4 67 9.2 9.2

4년제 대졸 5 154 21.1 21.1

대학원 이상 6 20 2.7 2.7

무학 7 1 .1 .1

무응답 9 4 .5 .5

731 100.0 100.0

10.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9.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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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4 .5 .5

전문가 2 61 8.3 8.3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21 2.9 2.9

사무종사자 4 79 10.8 10.8

서비스종사자 5 115 15.7 15.7

판매종사자 6 52 7.1 7.1

농업,임업 및 어업종사자 7 9 1.2 1.2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 18 2.5 2.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11 1.5 1.5

단순노무종사자 10 31 4.2 4.2

군인 11 4 .5 .5

학생 12 64 8.8 8.8

주부(집안일, 가사) 13 202 27.6 27.6

무직 14 29 4.0 4.0

기타 15 28 3.8 3.8

무응답 99 3 .4 .4

731 100.0 100.0

INCOME 월평균 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0만원 미만 1 37 5.1 5.1

100-149만원 2 74 10.1 10.1

150-199만원 3 136 18.6 18.6

200-299만원 4 200 27.4 27.4

300-399만원 5 175 23.9 23.9

400-499만원 6 64 8.8 8.8

11. 귀하께서는 어떤 일(직업)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가장 최근에 하셨던 일에 표시해 주십시오.

12. 현재 귀 댁의 전체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전체
의 수입을 합하여 월평균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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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99만원 7 35 4.8 4.8

1000만원이상 8 6 .8 .8

무응답 9 4 .5 .5

731 100.0 100.0

VISIT_S 설문장소: 수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장안구 1 75 10.3 22.6

영통구 2 12 1.6 3.6

권선구 3 66 9.0 19.9

팔달구 4 75 10.3 22.6

기타 5 104 14.2 31.3

시스템 결측값(천안) 399 54.6

731 100.0 100.0

VISIT_C 설문장소: 천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건소 1 148 20.2 37.1

보건지소 2 148 20.2 37.1

기타 3 103 14.1 25.8

시스템 결측값(수원) 332 45.4

731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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