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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제공가능�자료�목록

분야 공공데이터�명 설명 쪽번호

공간
자료

행정구역�경계 읍면동(통계청)�경계 3

집계구�경계
최소�통계구역�경계�
(서울�약� 16,500,�수도권�약� 40,710�구역)

4

국가기초구역
국민생활의�기초단위지역�
(서울�약� 5,600개,�경기�약� 6,200개,�인천�약� 1,300개�구역)

4

도로명주소기본도 새주소시스템� (건물,�도로�등�포함) 6

인구 집계구별�인구ㆍ가구�통계 [집계구�단위�집계]� 인구주택총조사�집계자료 7

주택

집계구별�주택�통계 [집계구�단위�집계]� 인구주택총조사�집계자료 7

건물�집계자료 [행정구역�단위�집계]�건축물�구조별� /�용도별�면적집계자료 8

주택�실거래가�자료 주택�매매�및�전월세�실거래가격�원자료 9

토지 개별공시지가�자료 개별�토지�특성�및�단위면적�가격�원자료 10

산업 집계구별�사업체�통계 [집계구�단위�집계]� 전국사업체조사�집계자료 7

교통

교통사고조사�자료 경찰이�공식처리한�교통사고조사�원자료 11

대중교통�통행자료
[행정구역단위�집계]�대중교통�통합OD�집계자료,�트립체인�
데이터

12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원자료,�기준년도�전수화�자료 13

유동인구조사�자료 서울시내�주요지점별�유동인구�규모,�특성�조사�원자료 15

유동인구�추정자료 SKT�통신횟수기반� SKT�Geovision�추정자료 17

환경

기상자료 일별,�시간별�유인/무인�관측소�기상자료�기상측정�원자료 18

대기오염�측정자료 시간별�대기오염물질�측정�원자료 19

사회 서울서베이�자료 서울시�도시정책지표�조사� (가구조사)�원자료 20

복지 서울복지실태조사�자료 서울시민�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원자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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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경계� (시도•자치구•법정동•읍면동)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행정구역 경계

·� 출 처� :� 행정자치부,� 통계청 ·� 자� 료�구�분� :� 도형� (shp)

·� 시� 간� 범�위� :� 2015,� 2000∼2014 ·� 공� 간� 범�위� :� 서울,� 경기,� 인천

자료목록

Ÿ 행정자치부 시도•시군구•법정동 경계

제공 가능한 시간범위 : 2015.12

행정구역코드(8자리) : 시도코드(2자리)+시군구(3자리)+법정동(3자리)

행정자치부�
시도•시군구•법정동�경계�
2013

Ÿ 통계청 시도•시군구•읍면동 경계

제공 가능한 시간범위 : 2000 ~ 2014

행정구역코드(7자리) : 시도코드(2자리)+시군구(3자리)+읍면동(2자리)

통계청�
시도•시군구•읍면동�
경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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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계구�경계
행정경계(읍면동)의 1/30 규모로, 통계청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최소 통계구역 단위. (서울 약 16,000개, 

경기 약 20,000개, 인천 약 5,000개 구역)

·� 출 처� :� 통계청 ·� 자� 료�구�분� :� 도형� (shp)

·� 시� 간� 기�준� :� 2014 ·� 공� 간� 범�위� :� 서울,� 경기,� 인천

자료목록

Ÿ 집계구 경계

집계구�설정기준 집계구�경계기준

‐ 인구(기본요인)� :� 최적� 500명.� 최소� 300명
‐ 동질성요인� :� 주택유형,� 평균지가
‐ 집계구�형상� :� 형태,� 크기

‐ 기초단위구
※�기초단위구� :� 읍면동별로�가구수에�상관없이�
도로,하천,철도,산능성�등과�같은� 준항구적인�명확한�
지형지물을�이용하여�구획한�최소� 단위구역

2006년도�국가GIS� 지원연구(GIS기반�소지역�통계집계�공표구역의�획정�및�관리방안�연구)� 참조

주요�자료항목

Ÿ 집계구코드(13자리) : 읍면동코드(7)+대구역번호(2)+집계구일련번호(2)+집계구분할번호(2)

※�참고�사이트

http://sgis.kostat.go.kr� :� 통계청�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국가기초구역
행정경계의 1/10 규모. 국민생활의 기초단위지역으로 소방, 경찰, 학교, 선거, 우편, 통계기관 등이 구획하는 

각종구역의 기본단위가 되는 지역 (서울 약 5,600개, 경기 약 6,200개, 인천 약 1,300개 구역)

·� 출 처� :� 행정자치부 ·� 자� 료�구�분� :� 도형� (shp)

·� 시� 간� 기�준� :� 2015.12 ·� 공� 간� 범�위� :� 서울,� 경기,� 인천

자료목록

Ÿ 국가기초구역 경계

국가기초구역�설정기준 국가기초구역�경계기준

‐ 시군구별로�할당된�구역번호의�사용범위
‐ 「통계법」에�따라�공표된�인구수와�사업체� 종사자의�수
‐ 「주민등록법」에� 따라�주민등록표에�등록된�주민의�수
‐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건물등의�용도별� 분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 용도지역의�범위
‐ 공공기관의�장이� 업무와�관련하여�정한� 각종�구역의� 범위

‐ 행정구역�및� 지번부여지역의�경계
‐ 도로·철도·하천의�중심선
‐ 도시계획의�경계
‐ 임야의�경우� 능선·계곡�또는�필지의�경계

국가기초구역�업무편람(2011,� 행정안전부)� 참조

주요�자료항목

Ÿ 국가기초구역번호(5자리)

※�참고�사이트

http://juso.go.kr� :�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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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구와�국가기초구역�개략�보기� (서울시�강남구�일대)

통계청�

집계구
2012

주된 구획요인이 인구수이므로 아파트 단지 등이 여러 구역으로 분할되기도 함

통계청 읍면동 경계를 따름

안전행정부�

국가기초구역

2013

설정 및 구획기준에 따르되, 아파트 단지 등 건물군이 분할되지 않도록 함

법정동이나 행정동 경계를 따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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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기본도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필지중심의 지번체계에서 도로중심의 도로체계로 변경되어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에서 

운영관리하는 도로명주소DB 기반의 전자지도 자료

·� 출 처� :� 행정자치부 ·� 자� 료�구�분� :� 도형� (shp)

·� 시� 간� 기�준� :� 2015.12 ·� 공� 간� 범�위� :� 서울,� 경기,� 인천

자료목록

Ÿ 도로명주소기본도

주요�자료내용

구분 레이어명

건물관련 건물(TL_SPBD_BULD),� 건물군(TL_SPBD_EQB),� 출입구(TL_SPBD_ENTRC)

도로관련
실폭도로(TL_SPRD_RW),� 도로구간(TL_SPRD_MANAGE),�
고가도로(TL_SPOT_OVERPASS),� 자동차전용도로(TL_SPRD_MTRWY),�
철도선로(TL_SPRL_RLWAY),� 지하철선로(TL_SPSB_RLWAY)� 등

기타 공원(TL_SPOT_PARK),� 하천/호수(TL_SPOT_RIVER_LKE)� 등

레이어-필드�설계서

자료�예시

도로명주소기본도� 2012

*� 도로명주소�기본도의�자료코드설계서는�부록�참고

※�참고�사이트

http://www.juso.go.kr� :�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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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계구별�인구ㆍ가구ㆍ주택ㆍ사업체�통계
인구주택총조사(5년 주기)와 전국사업체조사(1년 주기) 결과를 집계구 단위로 처리한 소지역 통계

·� 출 처� :� 통계청 ·� 자� 료�구�분� :� 속성� (txt)

·� 시� 간� 기�준� :� 2000,� 2005,� 2010� ·� 공� 간� 범�위� :� 서울,� 경기,� 인천

자료목록

Ÿ 집계구별 인구ㆍ가구ㆍ주택ㆍ사업체 통계

주요�자료항목

Ÿ 총괄자료

인구총괄 : 총인구, 평균나이, 인구밀도,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율, 유년부양비율, 총부양비율

가구총괄 : 총가구수, 평균가구원수

주택총괄 : 총주택(거처)수

사업체총괄 : 총 사업체수

Ÿ 일반자료

인구자료 : 성/연령별(5세급간) 인구, 교육정도별 인구, 종교별 인구, 성/혼인상태별 인구

가구자료 : 방,거실,식당수별 가구, 난방시설별 가구, 점유형태별 가구, 세대구성별 가구

주택자료 : 연건평별 주택, 주택유형별 주택, 건축년도별 주택

사업체자료 :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필드명 필드내용

base_year 기준년도

tot_oa_cd 집계구�코드� (총� 13자리� :� 통계청�읍면동코드� 7자리� +� 집계구� 일련번호� 6자리)

item_identifier 통계항목� (to_in_001� :� 총인구,� to_in� _002� :� 평균나이,� to_in_003� :� 인구밀도�…� )

item_value 통계값� (5미만� N/A� 처리/� 단,� 총괄항목�예외)

집계구별�인구통계자료� 2010� 필드�설계서

*� 집계구�통계�코드설계서는�부록�참고

자료이용시�유의사항

Ÿ 집계구는 통계공표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통계조사(인구주택총조사/전국사업체조사)시마다 

경계가 변동됨. 매년 변동되는 집계구 경계에 맞추어 집계구별 통계를 재집계하여 공표

Ÿ 통계적 비밀보호 처리로, 집계구별 일반항목의 5미만 값은 “NA” 처리됨 

(총괄항목의 경우, 모든 값 표시)

Ÿ 집계구별 통계값의 전체 합은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결과의 합과 다를 수 있음 

- 집계구별 인구자료 : 외국인, 특별조사구 등 제외됨

- 집계구별 사업체자료 : 사업체를 위치화 할 수 없는 개인운수사업체(개인택시)등 제외됨

Ÿ 사업체 산업분류 : 2005년 이전(8차, 대분류), 2006년 이후(9차, 대분류)

※�참고�사이트

http://sgis.kostat.go.kr� :� 통계청�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http://data.seoul.go.kr� :�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개별� 사업체�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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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집계자료
서울시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별 면적 확인을 위하여 집계한 자료(비과세 대상 건축물 미포함)

·� 출 처� :� 서울시 ·� 자� 료�구�분� :� 속성(txt)

·� 시� 간� 범�위� :� 2010∼2015 ·� 공� 간� 범�위� :� 서울

자료목록

Ÿ 법정동/행정동기준 × 건물용도별 전체면적합계, 전용면적합계

법정동/행정동기준 × 건물구조별 전체면적합계, 전용면적합계

Ÿ 2015년도 국가기초구역기준 × 건물용도별 전체면적합계, 전용면적합계

국가기초구역기준 × 건물구조별 전체면적합계, 전용면적합계

주요�자료항목

Ÿ 건물용도

2010년은 36개 코드로 구분되며, 2011년 이후의 경우 151개 코드로 세분화됨

특히, 건축용도 세분화됨 (예. 2010년 34_근린생활시설 ↠ 2011년 이후 341_약국, 342_사진

관 등 9개 용도로 나뉨)

Ÿ 건물구조 : 통나무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등

Ÿ 전체면적 : 전용면적 + 지하대피소 + 지하면적 + 공유면적 + 지상차고 + 지하차고

Ÿ 전용면적

필드명 필드내용

year 기준년도

국가기초구역�코드 국가기초구역�코드� (5자리)

법정동�코드 법정동기준�행정구역코드(10자리)

행정동�코드 법정동기준�행정구역코드(10자리)

건물용도 건물용도� (101:전문하숙집,� 111:단독주택,� 141:다가구주택,� 151:아파트� ...)

건물구조 건물구조� (11:철골� 콘크리트,� 12:통나무조,� 21� :� 철근콘크리트조� ...)

전체면적합 전체면적�합계(단위� :� ㎡)

전용면적합 전용면적�합계(단위� :� ㎡)

필드�설계서�

*� 건물용도�및� 구조의�코드설계서는�부록�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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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실거래가�자료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따른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 자료

·� 출 처� :� 서울시(토지관리과) ·� 자� 료� 구�분� :� 속성(txt)

·� 시� 간� 범�위� :� 2010∼2015(매매),2011∼2015(전월세) ·� 공� 간� 범�위� :� 서울

자료목록

Ÿ 주택 매매 실거래 자료 (신고된 실거래가 중 거래구분이 매매이고 적정 판정된 자료)

Ÿ 주택 전월세 실거래 자료 (임차인이 전세거래 후 동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신고한 자료)

주요�자료항목

Ÿ 지번,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면적, 층, 건물동명, 주택유형

Ÿ 주택 유형 중 단독/다가구의 경우 개인정보침해가 우려되는 지번정보대신 집계구코드 부여

필드명 필드내용

신고년도 YYYY

지번 PNU� (19자리.� 행정구역코드(10자리)+구분(1자리)+본번(4자리)+부번(4자리))

국가기초구역�코드 국가기초구역�코드� (5자리)� ※� 2015년� 기준�자료에만�부여

거래유형 매매� /� 전세� /� 월세

계약일 계약일� (YYYYMMDD)

계약금액 거래�금액� (단위:� 만원.� 월세의�경우� 보증금)

임대료 월세의�경우� 월� 임대료� (단위:� 만원)

계약면적 집합건축물의�경우� 전용면적,� 단독주택의�경우� 연면적�기재(단위:� ㎡)

층 거래해당�층수

건물동명 아파트의�경우�동명칭� 기재� (예.� 101동,� 102동)

주택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필드�설계서

*� 행정구역코드는�부록�참고

자료이용시�유의사항

Ÿ 공개대상 제외 유형

실거래자료 : 분양권, 입주권은 특수한 유형으로 공개되지 않음

전월세

① LH공사, SH공사 등의 장기임대주택 전월세 거래가격은 일반 전월세가격과 차이가 너무 

많아 공개자료에서 제외

② 임차인이 신고한 주택의 면적, 주택유형, 거래가격 등 신고내역 오류로 판단되는 자료는 

공개자료에서 제외

※�참고�사이트

http://land.seoul.go.kr/land/� :� 서울특별시�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www.kreic.org/realtyprice� :�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onnara.go.kr� :� 국토해양부�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http://map.lh.or.kr� :� LH공사�국토주택정보처� LH� 부동산�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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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자료
개별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자료

·� 출 처�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 료� 구�분� :� 속성� (txt,� xls)

·� 시� 간� 범�위� :� 2010∼2015 ·� 공� 간� 범�위� :� 서울

자료목록

Ÿ 개별공시지가 (1월 기준)

주요�자료항목

Ÿ 지번, 지가, 지목, 면적,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필드명 필드내용

year YYYY

지번 PNU� (19자리.� 행정구역코드(10자리)+구분(1자리)+본번(4자리)+부번(4자리))

국가기초구역�코드 국가기초구역�코드� (5자리)� ※� 2015년�기준�자료에만�부여

지가 단위면적당�공시가격� (단위.� 원/㎡)

지목 토지(임야)대장에�기재되어�있는�지목

면적 토지(임야)대장상의�면적

용도지역� 1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용도지역을� 2개까지�기재
※�단일지번이�여러개의�용도지역으로�구분되는�경우용도지역� 2

용도지역1면적
용도지역�면적� (단위:� ㎡)

용도지역2면적

토지이용상황 토지의�실제�이용상황�및�주위의� 주된�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_고저 간선도로�또는�주위의�지형지세를�기준으로�한�높낮이

지형지세_형상 토지의�모양�구분

지형지세_방위 토지이용상황이�주거용인�경우는� 접면도로�기준,� 임야는�경사방향�기준으로�구분

도로조건_접면 어떤�도로에�몇�면이�접해� 있는지�등�도로와의�관계

도로조건_간선도로�거리 간선도로의�경계로부터�개별필지까지의�도면상�최단직선거리�구분

필드�설계서

*� 토지특성조사표는�부록�참고

※�참고�사이트

http://land.seoul.go.kr/land/� :� 서울특별시�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www.kreic.org/realtyprice� :�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지번기반�자료의�국가기초구역번호(bas_id)� 부여방법

Ÿ 본 공모전에서 제공하는 지번기반 자료에 국가기초구역번호 부여함

Ÿ 부여대상 자료 : 건물 집계자료, 주택실거래가, 개별공시지가

Ÿ 작성방법 : 1. 도로명기본도의 지번주소-국가기초구역 매칭테이블 활용

2. 지적도와 국가기초구역의 공간조인(Spatial Join)

※�단,� 국가기초구역은�지적경계와�일치하지�않으므로,� 선형� 및� 기타지목은�연계에서�제외함� :�

임야,�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사적지,�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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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조사�자료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한 교통사고 자료 (경찰DB)

·� 출 처� :� 도로교통공단�통합DB처 ·� 자� 료�구�분� :� 속성� (xls)

·� 시� 간� 범�위� :� 2010∼2015 ·� 공� 간� 범�위� :� 서울,� 경기,� 인천

자료목록

Ÿ 교통사고(경찰DB) 자료

※�보험,� 공제조합�자료가�포함된�통합DB는�표준화되지�않은�항목이�많아�외부�공개� 제외됨

주요�자료항목

Ÿ 발생일시, 제1,2당사자정보, 사고유형, 법규위반, 사상자수, 기상상태, 도로형태, 음주여부,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여부 등

필드명 필드내용 자료�예시

사고�발생일 YYYYMMDD� (해당� 년월일) 20100101

발생시간 00시 21시

주야 야간

요일 금요일

발생계절 겨울

법정시도명 서울

법정시군구명 서초구

법정동명 ○○동 서초동�

제1당사자�차종 승용차,� 승합차,� 자전거�… 승용차�

제1당사자�성별 남�

제1당사자�연령 33세

제1당사자�상해정도 경상,� 중상,� 사망,� 부상신고,� 기타불명,� 상해없음 상해없음�

제1당사자�음주여부 음주운전

제2당사자�차종 승용차,� 승합차,� 자전거,� 보행자�… 이륜차

제2당사자�성별 여

제2당사자�연령 42세

제2당사자�상해정도 경상,� 중상,� 사망,� 부상신고,� 기타불명,� 상해없음 경상

사고유형1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차�

사고유형2 도로이탈,� 보도통행중,� 정면충돌�… 정면충돌�

사고유형3 주정차중�추돌,� 진행중�추돌�… 기타

법규위반1 보행자과실,� 운전자법규위반,� 정비불량 운전자법규위반�

법류위반2 과속,�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보행자과실,� 신호위반�… 신호위반�

기상상태 맑음,� 흐림,� 눈,� 안개,� 비,� 기타/불명 맑음�

도로형태1 단일로,� 교차로,� 기타/불명 교차로�

도로형태1 교량위,� 교차로내,� 교차로� 부근,� 터널안,� 횡단보도상�… 횡단보도상

도로종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특별시도

도로선형1 직선,� 커브� � ... 커브

도로선형2 평지,� 오르막,� 내리막� ... 내리막

어린이보호구역 유무

통계값(정수형) 발생건수,� 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사자수,� 부상신고자수

교통사고�조사자료�필드�설계� 및� 자료�예시

※�참고�사이트

http://taas.koroad.or.kr�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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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통행자료
대중교통 개별이용실적 자료로부터 구축한 출발지/목적지 기반의 대중교통 통합OD자료

·� 출 처� :� 서울연구원�내부자료 ·� 자� 료�구�분� :� 속성� (txt)

·� 시� 간� 기�준� :� 2010.10.21� ·� 공� 간� 범�위� :� 서울

자료목록

Ÿ 2010년 대중교통 통합OD 집계자료

※�제공자료�외�기타�항목� 별도�문의(세부� 조건별�집계� 지원�가능)�

주요�자료항목

Ÿ 대중교통 사용자정보 : 일반, 학생, 경로, 기타(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Ÿ 승차시각 정보 : 1시간 단위 구분

Ÿ 출발지/목적지 정보 : 통계청 읍면동 단위

Ÿ 대중교통수단 정보 : 일반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자료�예시

필드명 필드내용 자료�예시

ORGIN 최초�승차행정동코드(7자리) 2306059

DES 최종�하차행정동코드(7자리) 2306054

C_TRAF_FREQ 단일통행�총통행수(� =� 환승횟수� +� 1)� :� 1~5 1

USER_CD 사용자�구분� :� 일반,� 학생,� 경로,� 기타 일반

RIDE_HOUR 최초�승차시각� :� HH(시간값�제공) 08

MODECASE

수단조합코드(12자리)� :� IB+숫자(1)+KB+숫자(1)+
MB+숫자(1)+SS+숫자(1)

※� IB:� 일반버스,� KB:� 광역버스,� MB:� 마을버스,� SS:� 지하철
숫자(1):� 수단별�이용횟수

IB0KB0MB0SS1
(지하철� 1회�이용�의미)

SUM_TRIP 집계결과�값� :� 보정계수�적용한� 통합�환승통행�건수 23

대중교통�통합OD� 집계자료�필드�설계�및�자료� 예시

Ÿ 기타 제공 가능한 상세 항목

대중교통수단 : 시도별 지선버스/간선버스/마을버스/광역버스/좌석버스, 지하철/9호선/공항철

도 구분

승차시간정보 : 시/분 단위

환승정보집계 : 대중교통수단별 환승지점별(행정동코드, 7자리) 발생 건수

트립체인 : 출근시간대(07시~09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영등포구 도착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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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
수도권 교통통행실태 (표본)조사자료와, 이것을 기반으로 기준년도를 전수화하고 장래년도를 추정한 OD자료. 

출발지/목적지 위치정보는 행정동 단위임

·� 출 처� :� 수도권교통본부� (서울시)� ·� 자� 료� 구�분� :� 속성� (txt)

·� 시� 간� 기�준� :� 2010 ·� 공� 간� 범�위� :� 수도권

자료목록

Ÿ 가구통행실태조사(2010) 설문조사자료(표본크기 : 22만 가구)

Ÿ 가구통행실태조사(2010) 전수화OD자료

주요�자료항목

Ÿ 설문조사자료

가구 현황 : 가구당 가구원수, 평균수입 등

가구원 특성 : 출생년도, 성별, 직업, 고용형태, 근무형태, 세대주와의 관계 등

개인별 통행자료 : 조사당일 통행유무, 직장/학교위치, 이용 교통수단 등

Ÿ 전수화 OD자료 : 목적/PA목적별, 수단별, 주수단별 OD

Ÿ 통계청 행정구역 분류코드

Ÿ 전수화 존코드

구분 필드명 필드내용

가구특성

가구번호 가구정보�분류번호� (11자리�분류코드)

죤코드 가구정보�동코드(8자리�행정동� 코드)

총가족수 가구원수

미취학아동�수 6세미만어린이�수

차량보유유무 차량유무�확인� (1:� 없슴,� 2:있슴)

⋮ ⋮

개인특성

개인번호 가구번호(11자리)� +� 가구원�일련번호(1,2,3,…,12)�

세대주와의관계 가구원�관계� (1:가구주,� 2:배우자,� 3:자녀,� 4:부모,� 5:기타)

동거여부 동거�여부� (1:동거,� 2:아님)

직업종류 1:학생,� 2:주부/무직,� 3:전문직,� 4:서비스업,� 5:판매직,� 6:사무직� …

⋮ ⋮

통행특성

개인번호 가구번호(11자리)� +� 가구원�일련번호(1,2,3,…,12)

통행� 유형 1:가구통행,� 2:주말통행

통행�목적 1:배웅,� 2:귀가,� 3:출근,� 4:등교,� 5학원,� 6업무,� 7귀사,� 8쇼핑�…

통행� 수단 1:도보,� 2:승용승합,� 3:승용승합�동승,� 4:시내버스,� 5:시외버스�…

최초출발지구분 출발동코드(8자리� 행정동�코드)

⋮ ⋮

[설문조사자료]� 필드�설계서

*� 가구통행실태조사�조사표는�부록�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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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예시

[설문조사자료]� 가구특성�예시

[설문조사자료]� 개인특성�예시

[설문조사자료]� 통행특성�예시

구분 기준년도(2010년) 장래년도(2015~2040,� 5년단위)

목적별OD
OD기준 ◯� � � (10개�목적) X� �

PA기준 ◯� � � (8개� 목적) ◯� � � (8개� 목적)

수단별OD

수단OD ◯� � � (18개�수단) X

주수단OD ◯� � � (4개� 목적� *� 9개�수단) ◯� � � (4개� 목적� *� 9개�수단)

접근수단OD ◯� � � (4개� 목적� *� 3개�수단) ◯� � � (4개� 목적� *� 3개�수단)

[전수화� OD자료]� 구성�및�제공� 형태

Ÿ 기점과 종점의 정보는 정수형이고, 통행량은 실수형(소숫점 셋째자리)

Ÿ 모든 O/D자료는 전일/오전첨두/오후첨두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Ÿ 통행목적  1:배웅,  2:귀가,  3:출근,  4:등교,  5:학원,  6:업무,  7:귀사  8:쇼핑 

9:여가/오락/외식/친지방문,  10:기타

Ÿ 통행수단  1:도보, 2:승용승합, 3:승용승합 동승, 4:시내버스, 5:시외버스, 6마을버스,

7:광역, 8:고속, 9기타버스, 10:지하철, 11:철도, 12:ktx, 13:택시, 

14:소형화물차, 15:중대형 화물차, 16:오토바이, 17:자전거, 1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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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인구�조사자료
주요 가로와 교차로, 다중이용시설 등 서울시내의 유동인구 규모와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실시한 

보행량 조사자료

·� 출 처� :�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 자� 료� 구�분� :� 속성� (xls,� dbf),� 도형� (shp)

·� 시� 간� 기�준� :� 2009,� 2012-2014 ·� 공� 간� 범�위� :� 서울

조사개요

Ÿ 조사지점

  [ 2009년 유동인구조사 ]

보행량조사 : 10,874 지점

속성조사 : 1,000 지점 (지점당 24부 면접조사. 인적사항, 통행목적 및 보행만족도 등 조사)

관찰조사 : 1,000 지점 (보행자의 성별, 옷차림, 짐여부, 이동방향 관찰 기록)

  [ 2012~2014년 유동인구조사 ]

 보행량조사

⇢ 2012년: 2,000 지점 (속성조사 및 보행특화거리지점 등을 반영하여 재선정 및 100여 지점 추가)

⇢ 2013-2014년: 서울시내 주요 1,000지점

속성조사 : 1,000 지점 (총 20,000명 개별 면접조사)

관찰조사 : 1,000 지점 (총 8,000회 관찰 기록)

※�조사� 지점� 선정을�위한�사전조사

사전조사 단계에서 조사지점의 위치 확정 후 보도현황 조사, 유동인구 예비 조사, 1층부 

용도 조사 등을 실시

Ÿ 조사지점 사진 촬영 : 조사지점 정면, 좌ㆍ우측면 사진 촬영

Ÿ 예비 조사지점으로 선정된 곳을 사전에 현장 방문하여 조사지점으로의 타당성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보도현황 : 보도 폭, 보도 내 장애물 종류, 보도유형(차도 및 자전거 도로 겸용 여부 

등),  보도 옆 차로 현황(차로수, 중앙선 유무, 버스 차로 유무)

유동인구 예비 조사 : 5분간 보행량 조사, 특이사항 파악

1층부 용도 조사 : 조사지점 기준 좌ㆍ우 50m내 건물 1층부 시설업종 조사

Ÿ 조사일 및 조사시간

보행량조사 : 07:30~19:30 (5분 단위로 조사/5분조사, 10분 정리), 일주일에 3일 조사     

(화/목, 금, 토)

속성조사 : 10월~11월 기간 중 매주 금, 토 2일, 총 8일

관찰조사 : 10월~11월 기간 중 매주 화 1일, 총 4일

조사내용

Ÿ 보행량조사 : 조사지점에서 조사자 앞 기준선을 중심으로 좌우로 통과하는 보행량

Ÿ 속성조사 :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통행목적, 통행횟수, 보행환경의 전반적 만족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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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이유 등

Ÿ 관찰조사 : 성별, 연령, 소지품 여부, 복장 등

필드명 필드내용 자료�예시

SID 설문지� ID 2

SMONTH 조사�월 08

SDATE 조사�일시 10

SYOIL 조사�요일 월

Jijum_Code 지점코드 10224

TIMES 1부,� 2부� 구분 1

WEEKS 주차 1

T1_1 1번째�시간� 0-5분�기준� 보행자수 6

T1_2 1번째�시간� 15-20분�기준�보행자수 7

T1_3 1번째�시간� 30-35분�기준�보행자수 8

T1_4 1번째�시간� 45-50분�기준�보행자수 6

WEATHER1 1번째�시간� 날씨� :�맑음(1),� 구름(2),� 흐림(3),� 소나기(4),� 비(5),� 천둥번개(6),� 눈(7),� 기타(8) 1

⋮ ⋮ 　

T7_1 7번째�시간� 0-5분 13

T7_2 7번째�시간� 15-20분 16

T7_3 7번째�시간� 30-35분 15

T7_4 7번째�시간� 45-50분 13

WEATHER7 7번째�시간� 날씨 1

Memo 메모 연령층�다양

chasu 차수 1

[평일유동인구�조사자료]� 필드� 설계서�및�자료� 예시

*� 유동인구조사표는�부록�참고

※�참고�사이트

http://data.seoul.go.kr� :� 서울시�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115.84.164.178/seoulmap� :� 서울시� 유동인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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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인구�추정자료
SKT 통신횟수(통화, 문자 등..) 자료를 50m×50m 단위로 집계한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요일별 유동인구 모수 

추정자료

·� 출 처� :� SKT� Geovision ·� 자� 료� 구�분� :� 속성� (csv,� xls),� 도형(shp)

·� 시� 간� 범�위� :� 2013,� 2015� (4/6/9/12월) ·� 공� 간� 범�위� :� 서울� 6개�자치구(종로구,� 중구,� 강남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자료목록

Ÿ pCell(50m×50m)기반 평균 유동인구

연령별 평균 유동인구

시간대별 평균 유동인구

요일별 평균 유동인구

Ÿ pCell(50m×50m) 좌표 : 50m×50m 단위의 점형 데이터

주요�자료항목

� � [기본항목]� 필드명 필드내용

STD_YM 기준년월

BLOCK_CD 소지역코드

X_COORD X좌표

Y_COORD Y좌표

GU_CODE 시군구코드

GU_NAME 시군구명

� � [연령별�유동인구]

필드명 필드내용

MAN_10G 남자� 10대

평균�
유동인구수

⋮ ⋮

MAN_60GU 남자� 60대이상

WMAN_10G 여자� 10대

⋮ ⋮

WMAN_60GU 여자� 60대이상

� � [시간대별�유동인구]

필드명 필드내용

AVG_00TMST 00시간대
평균�
유동인구수

⋮ ⋮

AVG_23TMST 23시간대

� � [요일별�유동인구]

필드명 필드내용

MON 월요일
평균�
유동인구

TUS 화요일

⋮ � � � � � ⋮

필드�설계서

※�참고� 사이트� :� http://www.geovision.co.kr� (SKT� Ge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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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자료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상자료

·� 출 처� :� 기상청 자�료�구�분� :� 속성� (txt)

·� 시� 간� 범�위� :� 2010� -� 2015 공�간�범�위� :� 서울,� 경기,� 인천

자료목록

Ÿ 시간대별ㆍ일별 기상자료

주요�자료항목

구분 필드명

유인관측소(ASOS)
시간자료

기온(℃),� 강수량(mm),� 적설(mm),� 풍향(16방향,℃),� 풍속(m/s),�

습도(%),� 지면온도(℃),� 현상번호(코드표�참고)

일자료 기온(일평균,� 일최저,� 일최고)

자동기상관측망(AWS)
시간자료

정시기온(℃),� 정시10분� 평균풍향(deg),�

정시10분�평균풍속(m/s),� 1시간�강수량(mm)

일자료 기온(일평균,� 일최저,� 일최고)

시간대별,� 일별�주요�자료항목

대분류 코드

물현상

01:� 비,� 02:� 안개비,� 03:� 착빙성의비,� 04:소낙비,� 05:� 눈,� 06:� 진눈깨비,� 07:� 착빙성의�
안개비,� 08:� 소낙눈,� 09:� 소낙성�진눈깨비,� 10:� 싸락눈,� 11:� 가루눈,� 12:� 어는� 비,� 13:�
싸락우박,� 14:� 우박,� 15:� 얼음침,� 16:� 안개,� 낮은안개,� 17:� 땅안개,� 18:� 얼음안개,� 19:� 박무,�
20:� 땅� 날린눈,� 21:� 높은� 날린눈,� 22:� 눈보라�

먼지현상
40:� 연무,� 41:� 먼지연무,� 42:� 황사,� 43:� 여기,� 44:� 강회,� 45:� 땅날린� 먼지,� 46:� 높은�날린�
먼지,� 47:� 먼지보라

전기현상 70:� 뇌전,� 71:� 천둥,� 72:� 번개

현상번호�코드표

※�참고�사이트

http://www.kma.go.kr� :� 기상청

http://sts.kma.go.kr�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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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측정자료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고 대기질 개선대책수립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한 일반 대기오염물질 자료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자�료�구�분� :� 속성� (txt)

·� 시� 간� 범�위� :� 2010� -� 2015 공�간�범�위� :� 서울,� 경기,� 인천

자료목록

Ÿ 시간대별 대기오염 측정자료

도시대기측정망 : 도시지역의 평균 대기질 농도 파악

도로변대기측정망 :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변 대기질 파악

주요�자료항목

Ÿ 측정망코드. 측정일시, 시간, SO2(ppm. 아황산가스), PM10(㎍/㎥. 미세먼지), O3(ppm. 

오존), NO2(ppm. 이산화질소), CO(ppm. 일산화탄소)

2014년�수도권�

대기오염�측정망�

※�참고�사이트

http://www.nier.go.kr� :�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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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베이(서울시�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상, 주거여건, 관심사, 가치관 등 서울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파악하고, 시정운영과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 자료

·� 출 처� :� 서울시(정보공개정책과) ·� 자� 료� 구�분� :� 속성� (spss,� xls,� dat)

·� 시� 간� 범�위� :� 2005-2015 ·� 공� 간� 범�위� :� 서울

조사�개요

Ÿ 서울서베이 가구조사(가구원, 가구주) 자료

2014년 조사 표본크기: 2만 가구, 만15세이상 가구원 15,496명

모집단: 2014년 10월 서울시 거주 가구 및 만15세이상 가구 구성원

Ÿ 서울서베이 지표체계: 12개 분야, 42개 영역, 217개 지표

조사�내용

분야 영역 지표�수

인구 서울�평균인,� 서울거주�외국인 14

경제 경제기반,� 기업환경,� 인적자원역량,� 생활환경 36

도시발전과�주거 주거환경,� 생활환경,� 교육환경,� 재정수준 22

문화 시민문화활동,� 시민문화진흥,� 문화기반환경,� 문화시장환경 19

관광 도시브랜드이미지,� 관광자원,� 관광산업,� 관광서비스 12

복지 사회적�약자보호,� 건강한� 삶,� 노후생활 21

여성과�가족 성평등성,� 건강한�가정,� 보육환경 15

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자연환경,� 폐기물,� 환경거버넌스 18

교통 교통인프라,� 교통서비스,� 환경친화적�교통 17

정보와�지식 투명행정.� 정보활용과�소비 7

안전과�재난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대응 17

가치와�의식 일과�소비,� 가족규범,� 시민의식 19

*� 서울서베이(가구)� 조사표는�부록�참고

자료이용시�유의사항

Ÿ 행정구역 제공단위 : 시군구

Ÿ 서울서베이는 패널조사가 아님. 시계열분석이나 종단분석시 유의 필요

Ÿ 횡단분석시 가중치 설정 후 활용 (wt_a2 : 표준화 가중치)

※�참고�사이트

http://data.seoul.go.kr� :� 서울시� 서울열린데이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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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복지실태조사�자료
서울시민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및 생활권역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

·� 출 처� :� 서울시(복지정책과) ·� 자� 료� 구�분� :� 속성� (spss)

·� 시� 간� 기�준� :� 2015 ·� 공� 간� 범�위� :� 서울

조사�개요

Ÿ 조사목적 : 서울시민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Ÿ 조사기간 : 2015년 8월 ~ 10월 조사수행

Ÿ 조사규모 : 총 3,019가구

조사�내용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A.� 가구�일반사항
가구원�개인특성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국적�등

주거실태 주택유형,� 주택소유형태,� 주택가격과�월세,� 난방비

B.� 경제활동

근로실태 근로능력,� 경제활동현황,� 직종,� 근로형태,� 근로시간

지출 생활비�지출액,� 세금� 및� 공과금,� 사회보장부담금,� 돌봄비용,� 박탈경험

소득 가구소득,� 기초보장수급,� 사회경제적�지위,� 노후준비

자산과�부채 자산액,� 부채액,� 부채이유,� 이자지출�부담

C.� 건강과�의료이용

건강상태 주관적�건강수준,� 만성질환,� 일상생활도움정도,� 치매

장애상태 장애여부,� 장애종류,� 장애등금,� 장애원인

의료서비스이용 건강보험가입,� 의료비,� 장기요양보험수급,� 노인돌봄

정신건강 우울감�경험,� 자살충동,� 자살시도,� 극복방법

D.� 가족생활여가�및�
사회활동

가족관계
가족생활�만족도,� 부부·부모교육,� 걱정거리,� 도움제공자,� 부모와의�
왕래빈도

출산 희망자녀수,� 출산중단사유,� 출산� 후� 취업중단,� 일·가정�양립정책

여가활동 여가활동�내용,� 여가활동�동반자

사회활동 지역사회활동�참여,� 기부경험과�의사,� 자원봉사�경험과� 의사

E.� 복지서비스이용

기초생활보장
주요사업�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사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더함상담복지사에�대한�
의견

고용·금융서비스 주요사업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사

아동·청소년복지
주요사업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사
보육실태,� 보육시설만족도,� 친환경�무상급식�만족도

어르신복지
주요사업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사
공적연금/기초연금�수급실태,� 노인복지사업�우선순위

장애인복지
주요사업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의사
연금/수당�수급실태,� 추가비용,� 정책우선�순위

복지전달체계
복지정보경로,� 동주민센터�이용경험,� 찾아가는�동주민센터�관련�
인식과�의견

F.� 복지의식�및�욕구

삶의질 7개�생활영역별�만족도,� 전년대비�삶의질개선,� 행복지수

정책방향
7개�생활영역별�정책지원수준�평가,� 정책방향�선호,� 복지주체� ,�
비용부담�의사,� 정책우선�순위,� 서울시민�복지기준�인지도

노후생활 노인연령,� 영역별� 노후활동�중요도,� 희망거주형태,� 장사문화의식

*� 서울복지실태조사�조사표는�부록�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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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시�유의사항

Ÿ 행정구역 제공단위 : 5개 권역코드

1: 도심권 (3개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2: 동북권 (8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서북권 (3개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4: 서남권 (7개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5: 동남권 (4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Ÿ 가중치는 표준화 가중치와 모수추정 가중치 두 가지를 제공함

분석 결과를 본 조사 표본 크기(3,019가구)로 제시하는 경우 표준화 가중치 활용

모집단 크기(전체 3,504,297가구)로 추정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는 모수 추정 가중치 활용



부록 : 조사표 및 자료 설계서

1. 새주소시스템기본도 자료 설계서 24

2. 집계구별 통계자료 설계서 33

3. 건물 집계 자료 설계서 40

4. 토지특성조사표 75

5. 가구통행실태조사 조사표 77

6. 유동인구조사 조사표 104

7. 서울서베이(가구) 조사표 110

8. 서울복지실태조사 조사표 199



새주소 시스템 기본도 자료

설계서



CTPRVN_CD 시도분류코드 제공
CTP_KOR_NM 시도명_한글 제공
CTP_ENG_NM 시도명_영문 제공
SIG_CD 시군구코드 제공
SIG_KOR_NM 시군구명_한글 제공
SIG_ENG_NM 시군구명_영문 제공
EMD_CD 읍면동코드 제공
EMD_KOR_NM 읍면동명_한글 제공
EMD_ENG_NM 읍면동명_영문 제공
LI_CD 리코드 제공
LI_KOR_NM 리명_한글 제공
LI_ENG_NM 리명_영문 제공
BUL_MAN_NO 건물일련번호 제공
SIG_CD 시군구코드 제공
RN_CD 도로명코드 제공
RDS_MAN_NO 도로구간일련번호 제공
BSI_INT_SN 기초구간일련번호 제공
EQB_MAN_SN 건물군일련번호 제공
BULD_SE_CD 건물구분코드 제공
BULD_MNNM 건물본번 제공
BULD_SLNO 건물부번 제공
BULD_NM 건물명 제공
BUL_ENG_NM 건물영문명 제공
BULD_NM_DC 상세건물명 제공
BULD_STTUS 건물상태코드 미제공 미갱신 DB

BDTYP_CD 건물용도코드 제공
BUL_DPN_SE 건물종속구분 제공
GRO_FLO_CO 지상층수 제공
UND_FLO_CO 지하층수 제공
ZIP 우편번호 미제공 사용중지

POS_BUL_NM 시군구건물명 제공
REG_PUB_NM 등록공공문서명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EMD_CD 읍면동코드 제공
LI_CD 리코드 제공
MNTN_YN 산여부 제공
LNBR_MNNM 지번본번 제공
LNBR_SLNO 지번부번 제공
COMPET_DE 완료일자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NTFC_DE 고시일자 제공
MVM_RES_CD 이동사유코드 제공
MVMN_RESN 이동사유 제공
MVMN_DE 이동일자 제공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제공
IMA_FIL_SN 이미지파일일련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BSI_ZON_NO 기초구역번호 제공

5 건물

컬럼명

3 법정구역읍면동

4 법정구역리

2 법정구역시군구

제공여부 미제공 사유한글컬럼명

1 법정구역시도

연번 한글테이블명



컬럼명 제공여부 미제공 사유한글컬럼명연번 한글테이블명

NTI_TRG_YN 고지대상여부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INPUT_MTHD 입력방법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BD_MGT_SN 건물관리번호 제공
ISSU_YN 발급여부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POS_BUL_YN 다량배달처여부 미제공 사용중지

ZIP_BUL_NM 다량배달처건물명 미제공 사용중지

ZIP_NO 우편번호일련번호 미제공 사용중지

RDS_SIG_CD 도로구간시군구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ETC_BUL_NM 기타상세건물명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INPUT_STEP 입력단계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BULD_MEMO 건물메모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SIG_CD 시군구코드 제공
EQB_MAN_SN 건물군일련번호 제공
RN_CD 도로명코드 미제공 미갱신 DB

RDS_MAN_NO 도로구간일련번호 미제공 미갱신 DB

BSI_INT_SN 기초구간일련번호 미제공 미갱신 DB

EQB_NM 건물군명 미제공 미갱신 DB

EQB_ENG_NM 건물군명영문 미제공 미갱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미갱신 DB

OPERT_DE 작업일시 제공
INPUT_MTHD 입력방법 미제공 미갱신 DB

RDS_SIG_CD 도로구간시군구코드 미제공 미갱신 DB

BULG_SE_CD 건물군구분코드 미제공 미갱신 DB

SIG_CD 시군구코드 제공
ENT_MAN_NO 출입구일련번호 제공
EQB_MAN_SN 건물군일련번호 제공
BUL_MAN_NO 건물일련번호 제공
ENTRC_SE 출입구구분 제공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제공
NMT_INS_YN 건물번호판부착여부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SIG_CD 시군구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ENT_MAN_NO 출입구일련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RDS_MAN_NO 도로구간일련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BSI_INT_SN 기초구간일련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CNT_DRC_LN 연결선방향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CNT_DST_LN 연결선거리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RDS_SIG_CD 도로구간 시군구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SIG_CD 시군구코드 미제공 사용중지

FCLTY_SN 시설물일련번호 미제공 사용중지

INS_FCL_SE 설치시설물구분 미제공 사용중지

SYMBOL_SE 심볼구분 미제공 사용중지

REC_CHC_DE 최근점검일자 미제공 사용중지

CHC_STT_CD 점검상태코드 미제공 사용중지

9 시설물위치

7 출입구

8 연결선

6 건물군

5 건물



컬럼명 제공여부 미제공 사유한글컬럼명연번 한글테이블명

PIL_MAN_NO 지주관리번호 미제공 사용중지

BSI_ZON_NO 기초구역번호 미제공 사용중지

CRSRD_SN 교차로일련번호 미제공 사용중지

IMA_FIL_SN 이미지파일일련번호 미제공 사용중지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사용중지

OPERT_DE 작업일시 미제공 사용중지

RDS_MAN_NO 도로구간일련번호 미제공 사용중지

CHCK_CN 점검내용 미제공 사용중지

SIG_CD 시군구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RDFTYLC_SN 도로시설물위치일련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RDFTY_SE 도로시설물구분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RDS_SIG_CD 도로구간시군구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RN_CD 도로명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BSIS_MNNM 기초번호본번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BSIS_SLNO 기초번호부번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PIL_MAN_NO 지주관리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CRD_SIG_CD 교차로시군구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CRSRD_SN 교차로일련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LBL 대표라벨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SYMBOL_SE 대표심볼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IMA_FIL_SN 이미지파일일련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GF_INST_SE 안내시설설치현황구분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INPUT_MTHD 입력방법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SIG_CD 시군구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ETC_FCL_SN 기타시설물일련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KOR_FCL_NM 기타시설물명_한글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ENG_FCL_NM 기타시설물명_영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SIG_CD 시군구코드 제공
RDS_MAN_NO 도로구간일련번호 제공
RN 도로명 제공
RN_CD 도로명코드 제공
ENG_RN 영문도로명 제공
NTFC_DE 고시일자 제공
RN_DLB_DE 도로명심의일자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ROA_MAN_ES 도로제정권자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WDR_RD_CD 광역도로구분코드 제공
ROA_CLS_SE 법적위계코드 제공
RDS_DPN_SE 도로구간종속구분 제공
RBP_CN 기점 제공
REP_CN 종점 제공
ROAD_BT 도로폭 제공
ROAD_LT 도로길이 제공

11 기타시설물

12 도로구간

9 시설물위치

10 도로시설물위치



컬럼명 제공여부 미제공 사유한글컬럼명연번 한글테이블명

BSI_INT 기초간격 제공
NLR_LCL_NO 국도/지방도번호 미제공 미갱신 DB

ALWNC_RESN 부여사유 제공
ALWNC_DE 부여일자 제공
MVM_RES_CD 이동사유코드 제공
MVMN_RESN 이동사유 제공
MVMN_DE 이동일자 제공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제공
PAR_SIG_CD 분기시군구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PAR_RDS_NO 분기도로구간일련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INPUT_MTHD 입력방법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CRSRD_CNT 교차로수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ISSU_YN 발급여부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ROAD_PY_LT 물리적도로길이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ALWNC_R_CD 부여사유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ALWNC_M_CD 부여방식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SIG_CD 시군구코드 제공
RDS_MAN_NO 도로구간일련번호 제공
BSI_INT_SN 기초구간일련번호 제공
ODD_BSI_MN 홀수기초번호본번 제공
ODD_BSI_SL 홀수기초번호부번 제공
EVE_BSI_MN 짝수기초번호본번 제공
EVE_BSI_SL 짝수기초번호부번 제공
MVM_RES_CD 이동사유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MVMN_RESN 이동사유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MVMN_DE 이동일자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제공
SIG_CD 시군구코드 제공
RW_SN 실폭도로일련번호 제공
ROA_CLS_SE 법적위계코드 미제공
RDS_MAN_NO 도로구간일련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제공
INPUT_MTHD 입력방법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TIL_CLS_SE 타일맵용 도로위계기능구분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SIG_CD 시군구코드 미제공 미갱신 DB

MTRWY_SN 자동차전용도로일련번호 미제공 미갱신 DB

KOR_MTR_NM 자동차전용도로명_한글 미제공 미갱신 DB

ENG_MTR_NM 자동차전용도로명_영문 미제공 미갱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미갱신 DB

OPERT_DE 작업일시 미제공 미갱신 DB

MTRWY_CL 자동차전용도로_분류 미제공 미갱신 DB

SIG_CD 시군구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HON_ROA_SN 명예도로일련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15 자동차전용도로

16 명예도로

13 기초구간

14 실폭도로

12 도로구간



컬럼명 제공여부 미제공 사유한글컬럼명연번 한글테이블명

KOR_HON_RN 명예도로명_한글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ENG_HON_RN 명예도로명_영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ALWNC_DE 부여일자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ALWNC_RESN 부여사유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CLS_YN 폐쇄여부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CLS_DE 폐쇄일자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RBP_HONOR 명예도로시점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REP_HONOR 명예도로종점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HED_OPI 장의의견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ETC_OPI 기타의견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RDS_MAN_NO 도로구간일련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SIG_CD 시군구코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BRIDGE_SN 교량일련번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KOR_BRI_NM 교량명_한글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ENG_BRI_NM 교량명_영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SIG_CD 시군구코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OVE_SN 고가도로일련번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KOR_OVE_NM 고가도로명_한글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ENG_OVE_NM 고가도로명_영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SIG_CD 시군구코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PARK_SN 공원일련번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KOR_PAR_NM 공원명_한글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ENG_PAR_NM 공원명_영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PARK_CL 공원_분류 미제공 미갱신 DB

INPUT_MTHD 입력방법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SIG_CD 시군구코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RIV_LKE_SN 하천/호수일련번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KOR_RIV_NM 하천/호수명_한글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ENG_RIV_NM 하천/호수명_영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RIV_LKE_AR 하천/호수 면적 미제공 미갱신 DB

RIV_LKE_SE 하천호수 구분 미제공 미갱신 DB

RIV_LKE_CL 하천호수 분류 미제공 미갱신 DB

SIG_CD 시군구코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TUNNEL_SN 터널일련번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TUN_KOR_NM 터널명_한글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TUN_ENG_NM 터널명_영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21 터널

19 공원

20 하천/호수

17 교량

18 고가도로

16 명예도로



컬럼명 제공여부 미제공 사유한글컬럼명연번 한글테이블명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SIG_CD 시군구코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CRSRD_SN 교차로일련번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KOR_CRSRD 교차로_한글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ENG_CRSRD 교차로_영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CRSRD_SE 교차로구분 미제공 미갱신 DB

CRSRD_TY 교차로유형 미제공 미갱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CRSRD_TYCD 교차로유형코드 미제공 미갱신 DB

SIG_CD 시군구코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UND_ROA_SN 지하차도일련번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KOR_UND_NM 지하차도_한글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ENG_UND_NM 지하차도_영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SIG_CD 시군구코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RLR_RLW_SN 철도선로일련번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KOR_RLR_NM 철도노선명_한글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ENG_RLR_NM 철도노선명_영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SIG_CD 시군구코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RLR_STA_SN 철도역사일련번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KOR_STA_NM 철도역사명_한글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ENG_STA_NM 철도역사명_영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SIG_CD 시군구코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SUB_ENT_SN 지하철출입구일련번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ENTRC_NO 출구번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SUB_STA_SN 지하철역사일련번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SIG_CD 시군구코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SUB_RLW_SN 지하철선로일련번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KOR_SBR_NM 지하철노선명_한글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ENG_SBR_NM 지하철노선명_영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OPTRFC_YN 개통여부 미제공 미갱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SIG_CD 시군구코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SUB_STA_SN 지하철역사일련번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KOR_SUB_NM 지하철역사명_한글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ENG_SUB_NM 지하철역사명_영문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27 지하철선로

28 지하철역사

25 철도역사

26 지하철출입구

23 지하차도

24 철도선로

21 터널

22 교차로



컬럼명 제공여부 미제공 사유한글컬럼명연번 한글테이블명

OPTRFC_YN 개통여부 미제공 미갱신 DB

TRNSIT_YN 환승역여부 미제공 미갱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검토 후 제공 미갱신 DB

BAS_MGT_SN 기초구역 관리번호 제공
CTP_KOR_NM 시도명 제공
SIG_CD 시군구코드 제공
SIG_KOR_NM 시군구명 제공
GRP_ID 대구역 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BAS_ID 기초구역번호_본번 제공
BAS_SUB_ID 기초구역번호_부번 미제공 사용중지

BAS_AR 기초구역 면적(㎢) 제공
BAS_RSD_PO 기초구역 거주 인구수(명) 미제공 미갱신 DB

BAS_EMP_PO 기초구역 사업체 인구수(명) 미제공 미갱신 DB

NTFC_DE 고시일자 제공
EMD_CD 읍면동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BAS_JUM_PO 기초구역 주민수(명) 미제공 미갱신 DB

MVMN_DE 이동일자 제공
MVMN_RESN 이동사유 제공
MVM_RES_CD 이동사유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제공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REQST_SN 접수관리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GRP_MGT_SN 기초구역군 관리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CTP_KOR_NM 시도명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SIG_CD 시군구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SIG_KOR_NM 시군구명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GRP_ID 기초구역군 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GRP_AR 기초구역군 면적(㎢)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BAS_CNT 기초구역군별 기초구역 개수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NTFC_DE 고시일자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MVMN_DE 이동일자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MVMN_RESN 이동사유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MVM_RES_CD 이동사유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REQST_SN 접수관리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SIG_CD 시군구코드 검토 후 제공
SPO_FCL_SN 지점번호_시설물일련번호 검토 후 제공
SPO_NO_CD 지점번호코드 검토 후 제공
EMD_CD 읍면동코드 검토 후 제공
LI_CD 리코드 검토 후 제공
INSTT_CD 설치기관코드 검토 후 제공
INS_FCL_SN 기관시설물일련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FCLTYLC_CD 시설물코드 검토 후 제공
FCLTYLC_NM 시설물명칭 검토 후 제공

지점번호판31

29 기초구역

30 기초구역군

28 지하철역사



컬럼명 제공여부 미제공 사유한글컬럼명연번 한글테이블명

X_GRS80 GRS80_UTMK_X_좌표 검토 후 제공
Y_GRS80 GRS80_UTMK_Y_좌표 검토 후 제공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검토 후 제공
JOB_SE_CD 작업구분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TMSTMP 등록일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SPO_INS_DE 지점번호판 설치일자 미제공 미갱신 DB

CHGHY 변경사유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VRIFY_DE 검증일자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PAN_NEW 신규여부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MKAREA_IN 표기지역내여부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ASK_PHONE 문의전화 검토 후 제공
EXP_PHONE 신고전화 검토 후 제공
IMA_FIL_SN 이미지일련번호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LONGITUDE 경도 검토 후 제공
LATITUDE 위도 검토 후 제공
DTOR_NM 상세기관명 검토 후 제공
SIG_CD 시군구코드 검토 후 제공
MAKAREA_ID 표기지역ID 검토 후 제공
NTFC_YN 고시여부 검토 후 제공
MAKAREA_NM 표기지역명 검토 후 제공
NTFC_DE 고시일자 검토 후 제공
NTF_MAN_ID 고시자ID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ALWNC_RESN 부여사유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ALWNC_DE 부여일자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MVM_RES_CD 이동사유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MVMN_RESN 이동사유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CONFM_YN 승인여부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EXMNT_OPI 검토의견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_MAN_ID 작업자아이디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OPERT_DE 작업일시 검토 후 제공
JOB_SE_CD 작업구분코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TMSTMP 등록일시 미제공 주소부여 참고 DB

MAKAREA_AR 표기지역면적 검토 후 제공

지점번호판31

32 지점번호표기지역



집계구별 통계자료

 설계서



통계청 집계구별 통계 제공 항목 1/6

통계항목 코드

총괄 총인구 to_in_001

평균나이 to_in_002

인구밀도 to_in_003

노령화지수 to_in_004

노년부양비 to_in_005

유년부양비 to_in_006

총부양비 to_in_007

총가구수 to_ga_001

평균가구원수 to_ga_002

주택총괄 총주택(거처)수 to_ho_001

사업체총괄 총사업체수 to_fa_010

인구 4세이하 in_age_001

5세이상~9세이하 in_age_002

10세이상~14세이하 in_age_003

15세이상~19세이하 in_age_004

20세이상~24세이하 in_age_005

25세이상~29세이하 in_age_006

30세이상~34세이하 in_age_007

35세이상~39세이하 in_age_008

40세이상~44세이하 in_age_009

45세이상~49세이하 in_age_010

50세이상~54세이하 in_age_011

55세이상~59세이하 in_age_012

60세이상~64세이하 in_age_013

65세이상~69세이하 in_age_014

4세이하_남자 in_age_015

5세이상~9세이하_남자 in_age_016

10세이상~14세이하_남자 in_age_017

15세이상~19세이하_남자 in_age_018

20세이상~24세이하_남자 in_age_019

25세이상~29세이하_남자 in_age_020

30세이상~34세이하_남자 in_age_021

35세이상~39세이하_남자 in_age_022

40세이상~44세이하_남자 in_age_023

45세이상~49세이하_남자 in_age_024

50세이상~54세이하_남자 in_age_025

55세이상~59세이하_남자 in_age_026

60세이상~64세이하_남자 in_age_027

65세이상~69세이하_남자 in_age_028

4세이하_여자 in_age_029

5세이상~9세이하_여자 in_age_030

분류

성/연령별 인구

인구총괄

가구총괄



통계청 집계구별 통계 제공 항목 2/6

통계항목 코드분류

10세이상~14세이하_여자 in_age_031

15세이상~19세이하_여자 in_age_032

20세이상~24세이하_여자 in_age_033

25세이상~29세이하_여자 in_age_034

30세이상~34세이하_여자 in_age_035

35세이상~39세이하_여자 in_age_036

40세이상~44세이하_여자 in_age_037

45세이상~49세이하_여자 in_age_038

50세이상~54세이하_여자 in_age_039

55세이상~59세이하_여자 in_age_040

60세이상~64세이하_여자 in_age_041

65세이상~69세이하_여자 in_age_042

70세이상~74세이하 in_age_043

75세이상~79세이하 in_age_044

80세이상~84세이하 in_age_045

85세이상 in_age_046

70세이상~74세이하_남자 in_age_047

75세이상~79세이하_남자 in_age_048

80세이상~84세이하_남자 in_age_049

85세이상_남자 in_age_050

70세이상~74세이하_여자 in_age_051

75세이상~79세이하_여자 in_age_052

80세이상~84세이하_여자 in_age_053

85세이상_여자 in_age_054

초등학교 계 in_edu_001

중학교 계 in_edu_002

고등학교 계 in_edu_003

대학교(4년제미만) 계 in_edu_004

대학원(석사과정) 계 in_edu_005

대학교(4년제이상) 계 in_edu_006

대학원(박사과정) 계 in_edu_007

안받았음(미취학포함)_6세이상 in_edu_008

종교있음 in_reg_001

불교 in_reg_002

기독교(개신교) in_reg_003

기독교(천주교) in_reg_004

유교 in_reg_005

원불교 in_reg_006

증산교 in_reg_007

천도교 in_reg_008

대종교 in_reg_009

성/연령별 인구

종교별 인구

교육정도별 인구



통계청 집계구별 통계 제공 항목 3/6

통계항목 코드분류

기타 in_reg_010

종교없음 in_reg_011

종교미상 in_reg_012

미혼_남자 in_wed_001

배우자 있음_남자 in_wed_002

사별_남자 in_wed_003

이혼_남자 in_wed_004

미혼_여자 in_wed_005

배우자 있음_여자 in_wed_006

사별_여자 in_wed_007

이혼_여자 in_wed_008

가구 방1개 ga_co_001

방2개 ga_co_002

방3개 ga_co_003

방4개 ga_co_004

방5개이상 ga_co_005

거실없음 ga_co_006

거실1개 ga_co_007

거실2개이상 ga_co_008

식당없음 ga_co_009

식당1개 ga_co_010

식당2개이상 ga_co_011

중앙난방 ga_he_001

지역난방 ga_he_002

도시가스보일러 ga_he_003

기름보일러 ga_he_004

프로판가스보일러 ga_he_005

전기보일러 ga_he_006

연탄보일러 ga_he_007

연탄아궁이 ga_he_008

재래식아궁이 ga_he_009

기타 ga_he_010

자가 ga_po_001

전세 ga_po_002

보증금있는월세 ga_po_003

사글세 ga_po_004

무상 ga_po_005

보증금 없는 월세 ga_po_006

1세대가구 ga_sd_001

2세대가구 ga_sd_002

3세대가구 ga_sd_003

난방시설별 가구

성/혼인상태별 인구

종교별 인구

세대구성별 가구

점유형태별 가구

방,거실,식당수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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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가구 ga_sd_004

1인가구 ga_sd_005

비혈연가구 ga_sd_006

주택 20㎡이하(호) ho_ar_001

20㎡~40㎡이하(호) ho_ar_002

40㎡~60㎡이하(호) ho_ar_003

60㎡~85㎡이하(호) ho_ar_004

85㎡~100㎡이하(호) ho_ar_005

100㎡~130㎡이하(호) ho_ar_006

130㎡~165㎡이하(호) ho_ar_007

165㎡~230㎡이하(호) ho_ar_008

230㎡초과(호) ho_ar_009

다세대 ho_gb_001

단독주택 ho_gb_002

아파트 ho_gb_003

연립주택 ho_gb_004

영업용 건물 내 주택 ho_gb_005

주택이외 거처 ho_gb_006

1959년 이전 ho_yr_001

1960년~1969년 ho_yr_002

1970년~1979년 ho_yr_003

1980년~1989년 ho_yr_004

1990년~1994년 ho_yr_005

1995년~1999년 ho_yr_006

2000년~2004년 ho_yr_007

2005년 ho_yr_008

2006년 ho_yr_009

2007년 ho_yr_010

2008년 ho_yr_011

2009년 ho_yr_012

2010년 ho_yr_013

사업체 농업 및 임업 cp_bnu_001

어업 cp_bnu_002

광업 cp_bnu_003

제조업 cp_bnu_00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cp_bnu_005

건설업 cp_bnu_006

도매 및 소매업 cp_bnu_007

숙박 및 음식점업 cp_bnu_008

운수업 cp_bnu_009

통신업 cp_bnu_010

건축년도별 주택

사업체수(2004년~2005년)
/ 8차 산업분류

주택유형별 주택

세대구성별 가구

연건평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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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업 cp_bnu_011

부동산 및 임대업 cp_bnu_012

사업서비스업 cp_bnu_0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cp_bnu_014

교육 서비스업 cp_bnu_01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cp_bnu_01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cp_bnu_01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cp_bnu_018

농업, 임업 및 어업 cp9_bnu_01

광업 cp9_bnu_02

제조업 cp9_bnu_0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cp9_bnu_04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cp9_bnu_05

건설업 cp9_bnu_06

도매 및 소매업 cp9_bnu_07

운수업 cp9_bnu_08

숙박 및 음식점업 cp9_bnu_0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cp9_bnu_10

금융 및 보험업 cp9_bnu_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cp9_bnu_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cp9_bnu_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cp9_bnu_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cp9_bnu_15

교육 서비스업 cp9_bnu_1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cp9_bnu_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cp9_bnu_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cp9_bnu_19

농업 및 임업 cp_bem_001

어업 cp_bem_002

광업 cp_bem_003

제조업 cp_bem_00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cp_bem_005

건설업 cp_bem_006

도매 및 소매업 cp_bem_007

숙박 및 음식점업 cp_bem_008

운수업 cp_bem_009

통신업 cp_bem_010

금융 및 보험업업 cp_bem_011

부동산 및 임대업 cp_bem_012

사업서비스업 cp_bem_0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cp_bem_014

종사자수(2004년~2005년)
/ 8차 산업분류

사업체수(2004년~2005년)
/ 8차 산업분류

사업체수(2006년~2009년)
/ 9차 산업분류



통계청 집계구별 통계 제공 항목 6/6

통계항목 코드분류

교육 서비스업 cp_bem_01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cp_bem_01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cp_bem_01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cp_bem_018

농업, 임업 및 어업 cp9_bem_01

광업 cp9_bem_02

제조업 cp9_bem_0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cp9_bem_04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cp9_bem_05

건설업 cp9_bem_06

도매 및 소매업 cp9_bem_07

운수업 cp9_bem_08

숙박 및 음식점업 cp9_bem_0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cp9_bem_10

금융 및 보험업 cp9_bem_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cp9_bem_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cp9_bem_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cp9_bem_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cp9_bem_15

교육 서비스업 cp9_bem_1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cp9_bem_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cp9_bem_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cp9_bem_19

종사자수(2004년~2005년)
/ 8차 산업분류

종사자수(2006년~2009년)
/ 9차 산업분류



건물 집계 자료

설계서



STD_YY STR_CD STR_NM

2014 11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2014 12 통나무조

2014 21 철근콘크리트조

2014 22 철골조

2014 23 석조

2014 24 P.C조

2014 25 목구조

2014 26 라멘조

2014 27 스틸하우스

2014 31 연와조

2014 33 보강콘크리트조

2014 34 황토조

2014 35 보강블럭조

2014 41 시멘트벽돌조

2014 45 조립식 패널조(철골조마감)

2014 46 조립식 패널조(스틸하우스마감)

2014 47 시멘트 블럭조(철골조마감)

2014 48 시멘트 블럭조(스틸하우스마감)

2014 51 목조

2014 61 시멘트블럭조

2014 62 경량철골조

2014 63 조립식 패널조

2014 64 콘셋트건물

2014 65 판넬건물

2014 66 알미늄유리온실

2014 67 조립식 패널조(철골조)

2014 68 조립식 패널조(스틸하우스)

2014 69 시멘트 블럭조(철골조)

2014 70 시멘트 블럭조(스틸하우스)

2014 71 석회및 흙혼합벽돌조

2014 72 흙벽돌조

2014 73 돌담및토담조

2014 74 컨테이너건물

2014 75 ALC조

2014 76 와이어패널조

2014 81 철파이프조



대장년도 용도코드 용도코드명

2014 911 주거용 오피스텔

2014 151 아파트

2014 19B 도시형 생활주택

2014 161 연립주택

2014 171 다세대주택

2014 182 기숙사

2014 183 다중주택

2014 111 단독주택

2014 141 다가구주택

2014 611 전업농어가주택

2014 621 광산주택

2014 23A 관광호텔(특1·2등급)

2014 23C 수상관광호텔

2014 23D 한국전통호텔

2014 23B 관광호텔(1등급이하)

2014 221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2014 231 호텔

2014 392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2014 39A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2014 391 여관(모텔포함)

2014 191 여인숙

2014 19A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2014 242 대형마트

2014 244 쇼핑센터

2014 246 기타대규모점포

2014 23E 전문점

2014 243 백화점

2014 4BB 도매시장

2014 471 재래(전통)시장

2014 54A 여객자동차터미널

2014 542 항만시설

2014 541 공항시설

2014 545 철도시설

2014 211 유흥주점

2014 252 카지노업소

2014 251 투전기업소

2014 366 무도장

2014 363 단란주점

2014 371 유원시설업소(관광진흥법에 의한)

2014 367 무도학원

2014 321 예식장

2014 355 관람장 등



2014 357 전시장 등

2014 356 집회장 등

2014 35Z 공연장 등

2014 354 극장

2014 35V 기타 관람장

2014 35I 자동차경기장

2014 353 영화관

2014 35A 연예장

2014 35B 음악당

2014 35C 서커스장

2014 34E 비디오물감상실

2014 35E 비디오물소극장

2014 35J 공회장

2014 35K 회의장

2014 35L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2014 351 박물관

2014 352 미술관

2014 35M 과학관

2014 35N 문화관

2014 35O 체험관

2014 35P 기념관

2014 35Q 산업전시장

2014 35R 박람회장

2014 35F 경마장

2014 35G 경륜장

2014 35H 경정장

2014 55D 식물원

2014 553 동물원

2014 554 수족관

2014 421 교회

2014 422 성당

2014 423 사찰

2014 425 기도원

2014 426 수도원

2014 42A 수녀원

2014 42B 봉안당(종교집회장내)

2014 555 사우(재실, 정각 포함)

2014 3A1 골프장

2014 3A2 스키장

2014 3A3 자동차경주장

2014 3A4 승마장

2014 3A5 종합체육시설업

2014 441 체육시설의설치이용법률에의한시설(용도번호22이외)



2014 304 종합병원

2014 301 일반병원

2014 3AA 치과병원

2014 322 장례식장

2014 30E 격리병원

2014 30D 요양병원

2014 3CC 정신병원

2014 3BB 한방병원

2014 921 사무용 오피스텔

2014 3B1 방송국

2014 3B2 전신전화국

2014 3B3 촬영소

2014 3B4 통신용시설

2014 552 무선기지국

2014 55B 간이 TV 중계소

2014 413 직업훈련원

2014 41E 교육원(연수원)

2014 411 학교

2014 416 연구소

2014 415 도서관

2014 41A 아동관련시설

2014 431 노인복지시설

2014 41K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2014 642 고아원

2014 641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경로당

2014 649 기타 이와 유사한 복지시설

2014 41I 청소년수련관

2014 41F 청소년문화의집

2014 41L 기타수련시설

2014 41J 청소년야영장

2014 41G 청소년특화시설

2014 41H 유스호스텔

2014 417 청소년수련원

2014 255 일반목욕장(연면적 3,000㎥ 이상)

2014 381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

2014 461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 미만)

2014 345 상점등

2014 362 일반음식점

2014 361 휴게음식점

2014 365 제과점

2014 358 기원

2014 36Z 서점

2014 382 이용원



2014 384 미용원

2014 383 세탁소

2014 302 의원

2014 30F 치과의원

2014 303 한의원

2014 30G 침술원

2014 30H 접골원

2014 452 조산원

2014 347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2014 31G 금융업소

2014 31B 사무소

2014 31C 부동산중개사무소

2014 31D 결혼상담소

2014 31E 소개업소

2014 31F 출판사

2014 342 사진관

2014 3DA 표구점

2014 344 학원

2014 3DB 장의사

2014 3DC 동물병원

2014 343 독서실

2014 3DD 총포 판매소 등

2014 3DW 고시원

2014 3DU 안마시술소

2014 537 대형판매점내의주차장

2014 348 노래연습장

2014 3DK 자동차매매장

2014 3DL 운전학원

2014 3DM 정비학원

2014 3DN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2014 3DQ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2014 3DR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

2014 3DS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2014 3DV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2014 31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2014 311 사무실(각종사무실용 건물)등

2014 632 화장시설

2014 63A 기타묘지관련시설

2014 631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것제외)

2014 51H 기타공장시설

2014 511 공장

2014 51A 원자력발전시설(터빈)

2014 519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



2014 51B 원자력발전시설(보조)

2014 51C 원자력발전시설(핵폐기물저장)

2014 518 변전소

2014 517 발전시설

2014 51G 집배송시설

2014 512 창고

2014 51E 하역장

2014 51F 물류터미널

2014 715 전업농어가 창고

2014 33G 도시가스제조시설

2014 33H 화약류저장소

2014 33F 도료류판매소

2014 33I 주유소의 캐노피

2014 333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14 33E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2014 33D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2014 33C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2014 33B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2014 33A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2014 331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2014 55Q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2014 55P 고물상

2014 55O 분뇨처리시설

2014 531 세차장

2014 53E 검사장

2014 53F 정비공장

2014 5AB 차고(영업시설내의 차고)

2014 532 폐차장

2014 533 주차전용시설(복합건물의차고포함.주택의차고제외)

2014 558 경주용마사

2014 556 양수장

2014 55L 관리사

2014 55M 동물검역소

2014 55N 실험동물사육시설

2014 55K 인공수정센터

2014 55J 가축용운동시설

2014 55G 종묘배양시설

2014 712 작물재배사

2014 55F 도계장

2014 55E 도축장

2014 55I 기타 식물관련시설

2014 711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2014 713 건조장



2014 55H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014 714 가축시설(퇴비장,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2014 559 기타(옥탑등)



시구코드 법정동코드 법정동코드명

110 10100 청운동

110 10200 신교동

110 10300 궁정동

110 10400 효자동

110 10500 창성동

110 10600 통의동

110 10700 적선동

110 10800 통인동

110 10900 누상동

110 11000 누하동

110 11100 옥인동

110 11200 체부동

110 11300 필운동

110 11400 내자동

110 11500 사직동

110 11600 도렴동

110 11700 당주동

110 11800 내수동

110 11900 세종로

110 12000 신문로1가

110 12100 신문로2가

110 12200 청진동

110 12300 서린동

110 12400 수송동

110 12500 중학동

110 12600 종로1가

110 12700 공평동

110 12800 관훈동

110 12900 견지동

110 13000 와룡동

110 13100 권농동

110 13200 운니동

110 13300 익선동

110 13400 경운동

110 13500 관철동

110 13600 인사동

110 13700 낙원동

110 13800 종로2가

110 13900 팔판동

110 14000 삼청동

110 14100 안국동

110 14200 소격동



110 14300 화동

110 14400 사간동

110 14500 송현동

110 14600 가회동

110 14700 재동

110 14800 계동

110 14900 원서동

110 15000 훈정동

110 15100 묘동

110 15200 봉익동

110 15300 돈의동

110 15400 장사동

110 15500 관수동

110 15600 종로3가

110 15700 인의동

110 15800 예지동

110 15900 원남동

110 16000 연지동

110 16100 종로4가

110 16200 효제동

110 16300 종로5가

110 16400 종로6가

110 16500 이화동

110 16600 연건동

110 16700 충신동

110 16800 동숭동

110 16900 혜화동

110 17000 명륜1가

110 17100 명륜2가

110 17200 명륜4가

110 17300 명륜3가

110 17400 창신동

110 17500 숭인동

110 17600 교남동

110 17700 평동

110 17800 송월동

110 17900 홍파동

110 18000 교북동

110 18100 행촌동

110 18200 구기동

110 18300 평창동

110 18400 부암동

110 18500 홍지동



110 18600 신영동

110 18700 무악동

140 10100 무교동

140 10200 다동

140 10300 태평로1가

140 10400 을지로1가

140 10500 을지로2가

140 10600 남대문로1가

140 10700 삼각동

140 10800 수하동

140 10900 장교동

140 11000 수표동

140 11100 소공동

140 11200 남창동

140 11300 북창동

140 11400 태평로2가

140 11500 남대문로2가

140 11600 남대문로3가

140 11700 남대문로4가

140 11800 남대문로5가

140 11900 봉래동1가

140 12000 봉래동2가

140 12100 회현동1가

140 12200 회현동2가

140 12300 회현동3가

140 12400 충무로1가

140 12500 충무로2가

140 12600 명동1가

140 12700 명동2가

140 12800 남산동1가

140 12900 남산동2가

140 13000 남산동3가

140 13100 저동1가

140 13200 충무로4가

140 13300 충무로5가

140 13400 인현동2가

140 13500 예관동

140 13600 묵정동

140 13700 필동1가

140 13800 필동2가

140 13900 필동3가

140 14000 남학동

140 14100 주자동



140 14200 예장동

140 14300 장충동1가

140 14400 장충동2가

140 14500 광희동1가

140 14600 광희동2가

140 14700 쌍림동

140 14800 을지로6가

140 14900 을지로7가

140 15000 을지로4가

140 15100 을지로5가

140 15200 주교동

140 15300 방산동

140 15400 오장동

140 15500 을지로3가

140 15600 입정동

140 15700 산림동

140 15800 충무로3가

140 15900 초동

140 16000 인현동1가

140 16100 저동2가

140 16200 신당동

140 16300 흥인동

140 16400 무학동

140 16500 황학동

140 16600 서소문동

140 16700 정동

140 16800 순화동

140 16900 의주로1가

140 17000 충정로1가

140 17100 중림동

140 17200 의주로2가

140 17300 만리동1가

140 17400 만리동2가

170 10100 후암동

170 10200 용산동2가

170 10300 용산동4가

170 10400 갈월동

170 10500 남영동

170 10600 용산동1가

170 10700 동자동

170 10800 서계동

170 10900 청파동1가

170 11000 청파동2가



170 11100 청파동3가

170 11200 원효로1가

170 11300 원효로2가

170 11400 신창동

170 11500 산천동

170 11600 청암동

170 11700 원효로3가

170 11800 원효로4가

170 11900 효창동

170 12000 도원동

170 12100 용문동

170 12200 문배동

170 12300 신계동

170 12400 한강로1가

170 12500 한강로2가

170 12600 용산동3가

170 12700 용산동5가

170 12800 한강로3가

170 12900 이촌동

170 13000 이태원동

170 13100 한남동

170 13200 동빙고동

170 13300 서빙고동

170 13400 주성동

170 13500 용산동6가

170 13600 보광동

200 10100 상왕십리동

200 10200 하왕십리동

200 10300 홍익동

200 10400 도선동

200 10500 마장동

200 10600 사근동

200 10700 행당동

200 10800 응봉동

200 10900 금호동1가

200 11000 금호동2가

200 11100 금호동3가

200 11200 금호동4가

200 11300 옥수동

200 11400 성수동1가

200 11500 성수동2가

200 11800 송정동

200 12200 용답동



215 10100 중곡동

215 10200 능동

215 10300 구의동

215 10400 광장동

215 10500 자양동

215 10600 노유동

215 10700 화양동

215 10800 모진동

215 10900 군자동

230 10100 신설동

230 10200 용두동

230 10300 제기동

230 10400 전농동

230 10500 답십리동

230 10600 장안동

230 10700 청량리동

230 10800 회기동

230 10900 휘경동

230 11000 이문동

260 10100 면목동

260 10200 상봉동

260 10300 중화동

260 10400 묵동

260 10500 망우동

260 10600 신내동

290 10100 성북동

290 10200 성북동1가

290 10300 돈암동

290 10400 동소문동1가

290 10500 동소문동2가

290 10600 동소문동3가

290 10700 동소문동4가

290 10800 동소문동5가

290 10900 동소문동6가

290 11000 동소문동7가

290 11100 삼선동1가

290 11200 삼선동2가

290 11300 삼선동3가

290 11400 삼선동4가

290 11500 삼선동5가

290 11600 동선동1가

290 11700 동선동2가

290 11800 동선동3가



290 11900 동선동4가

290 12000 동선동5가

290 12100 안암동1가

290 12200 안암동2가

290 12300 안암동3가

290 12400 안암동4가

290 12500 안암동5가

290 12600 보문동4가

290 12700 보문동5가

290 12800 보문동6가

290 12900 보문동7가

290 13000 보문동1가

290 13100 보문동2가

290 13200 보문동3가

290 13300 정릉동

290 13400 길음동

290 13500 종암동

290 13600 하월곡동

290 13700 상월곡동

290 13800 장위동

290 13900 석관동

305 10100 미아동

305 10200 번동

305 10300 수유동

305 10400 우이동

320 10500 쌍문동

320 10600 방학동

320 10700 창동

320 10800 도봉동

350 10200 월계동

350 10300 공릉동

350 10400 하계동

350 10500 상계동

350 10600 중계동

380 10100 수색동

380 10200 녹번동

380 10300 불광동

380 10400 갈현동

380 10500 구산동

380 10600 대조동

380 10700 응암동

380 10800 역촌동

380 10900 신사동



380 11000 증산동

380 11100 진관내동

380 11200 구파발동

380 11300 진관외동

380 11400 진관동

410 10100 충정로2가

410 10200 충정로3가

410 10300 합동

410 10400 미근동

410 10500 냉천동

410 10600 천연동

410 10700 옥천동

410 10800 영천동

410 10900 현저동

410 11000 북아현동

410 11100 홍제동

410 11200 대현동

410 11300 대신동

410 11400 신촌동

410 11500 봉원동

410 11600 창천동

410 11700 연희동

410 11800 홍은동

410 11900 북가좌동

410 12000 남가좌동

440 10100 아현동

440 10200 공덕동

440 10300 신공덕동

440 10400 도화동

440 10500 용강동

440 10600 토정동

440 10700 마포동

440 10800 대흥동

440 10900 염리동

440 11000 노고산동

440 11100 신수동

440 11200 현석동

440 11300 구수동

440 11400 창전동

440 11500 상수동

440 11600 하중동

440 11700 신정동

440 11800 당인동



440 12000 서교동

440 12100 동교동

440 12200 합정동

440 12300 망원동

440 12400 연남동

440 12500 성산동

440 12600 중동

440 12700 상암동

470 10100 신정동

470 10200 목동

470 10300 신월동

500 10100 염창동

500 10200 등촌동

500 10300 화곡동

500 10400 가양동

500 10500 마곡동

500 10600 내발산동

500 10700 외발산동

500 10800 공항동

500 10900 방화동

500 11000 개화동

500 11100 과해동

500 11200 오곡동

500 11300 오쇠동

530 10100 신도림동

530 10200 구로동

530 10300 가리봉동

530 10600 고척동

530 10700 개봉동

530 10800 오류동

530 10900 궁동

530 11000 온수동

530 11100 천왕동

530 11200 항동

545 10100 가산동

545 10200 독산동

545 10300 시흥동

560 10100 영등포동

560 10200 영등포동1가

560 10300 영등포동2가

560 10400 영등포동3가

560 10500 영등포동4가

560 10600 영등포동5가



560 10700 영등포동6가

560 10800 영등포동7가

560 10900 영등포동8가

560 11000 여의도동

560 11100 당산동1가

560 11200 당산동2가

560 11300 당산동3가

560 11400 당산동4가

560 11500 당산동5가

560 11600 당산동6가

560 11700 당산동

560 11800 도림동

560 11900 문래동1가

560 12000 문래동2가

560 12100 문래동3가

560 12200 문래동4가

560 12300 문래동5가

560 12400 문래동6가

560 12500 양평동1가

560 12600 양평동2가

560 12700 양평동3가

560 12800 양평동4가

560 12900 양평동5가

560 13000 양평동6가

560 13100 양화동

560 13200 신길동

560 13300 대림동

560 13400 양평동

590 10100 노량진동

590 10200 상도동

590 10300 상도1동

590 10400 본동

590 10500 흑석동

590 10600 동작동

590 10700 사당동

590 10800 대방동

590 10900 신대방동

620 10100 봉천동

620 10200 신림동

620 10300 남현동

650 10100 방배동

650 10200 양재동

650 10300 우면동



650 10400 원지동

650 10600 잠원동

650 10700 반포동

650 10800 서초동

650 10900 내곡동

650 11000 염곡동

650 11100 신원동

680 10100 역삼동

680 10200 포이동

680 10300 개포동

680 10400 청담동

680 10500 삼성동

680 10600 대치동

680 10700 신사동

680 10800 논현동

680 11000 압구정동

680 11100 세곡동

680 11200 자곡동

680 11300 율현동

680 11400 일원동

680 11500 수서동

680 11800 도곡동

710 10100 잠실동

710 10200 신천동

710 10300 풍납동

710 10400 송파동

710 10500 석촌동

710 10600 삼전동

710 10700 가락동

710 10800 문정동

710 10900 장지동

710 11100 방이동

710 11200 오금동

710 11300 거여동

710 11400 마천동

740 10100 명일동

740 10200 고덕동

740 10300 상일동

740 10400 하일동

740 10500 길동

740 10600 둔촌동

740 10700 암사동

740 10800 성내동



740 10900 천호동

740 11000 강일동



시구코드 행정동코드 행정동코드명

620 600 봉천제9동

620 605 은천동

620 610 봉천제10동

620 615 중앙동

620 620 봉천제11동

620 625 인헌동

620 630 남현동

620 640 신림본동

620 645 서원동

620 650 신림제1동

620 655 신원동

620 660 신림제2동

620 665 서림동

620 670 신림제3동

620 680 신림제4동

620 685 신사동

620 690 신림제5동

620 695 신림동

620 700 신림제6동

620 710 신림제7동

620 715 난향동

620 720 신림제8동

620 725 조원동

620 730 신림제9동

620 735 대학동

620 740 신림제10동

620 745 삼성동

620 750 신림제11동

620 760 신림제12동

620 765 미성동

620 770 신림제13동

620 775 난곡동

650 510 서초1동

650 520 서초2동

650 530 서초3동

650 531 서초4동

650 540 잠원동

650 550 반포본동

650 560 반포1동

650 570 반포2동

650 580 반포3동

650 581 반포4동



650 590 방배본동

650 600 방배1동

650 610 방배2동

650 620 방배3동

650 621 방배4동

650 651 양재1동

650 652 양재2동

650 660 내곡동

680 510 신사동

680 521 논현1동

680 531 논현2동

680 540 압구정제1동

680 545 압구정동

680 550 압구정제2동

680 560 청담제1동

680 565 청담동

680 570 청담제2동

680 580 삼성1동

680 590 삼성2동

680 600 대치1동

680 610 대치2동

680 620 대치제3동

680 630 대치4동

680 640 역삼1동

680 650 역삼2동

680 655 도곡1동

680 656 도곡2동

680 660 개포1동

680 670 개포2동

680 680 개포제3동

680 690 개포4동

680 700 세곡동

680 720 일원본동

680 730 일원1동

680 740 일원2동

680 750 수서동

710 510 풍납1동

710 520 풍납2동

710 531 거여1동

710 532 거여2동

710 540 마천1동

710 550 마천2동

710 561 방이1동



710 562 방이2동

710 566 오륜동

710 570 오금동

710 580 송파1동

710 590 송파2동

710 600 석촌동

710 610 삼전동

710 620 가락본동

710 631 가락1동

710 632 가락2동

710 641 문정1동

710 642 문정2동

710 646 장지동

710 650 잠실본동

710 660 잠실제1동

710 670 잠실2동

710 680 잠실3동

710 690 잠실4동

710 700 잠실제5동

710 710 잠실6동

710 720 잠실7동

740 510 하일동

740 515 강일동

740 520 상일동

740 530 명일제1동

740 540 명일제2동

740 550 고덕제1동

740 560 고덕제2동

740 570 암사제1동

740 580 암사제2동

740 590 암사제3동

740 591 암사제4동

740 600 천호제1동

740 610 천호제2동

740 620 천호제3동

740 630 천호제4동

740 640 성내제1동

740 650 성내제2동

110 510 청운동

110 515 청운효자동

110 520 효자동

110 530 사직동

110 540 삼청동



110 550 부암동

110 560 평창동

110 570 무악동

110 580 교남동

110 590 세종로동

110 600 가회동

110 610 종로1.2가동

110 615 종로1.2.3.4가동

110 620 종로3.4가동

110 630 종로5.6가동

110 640 이화동

110 650 혜화동

110 660 명륜3가동

110 670 창신제1동

110 680 창신제2동

110 690 창신제3동

110 700 숭인제1동

110 710 숭인제2동

140 510 태평로1가동

140 520 소공동

140 530 남대문로5가동

140 540 회현동

140 550 명동

140 560 충무로4.5가동

140 570 필동

140 580 장충동

140 590 광희동

140 600 을지로동

140 605 을지로동-삭제

140 610 신당제1동

140 620 신당제2동

140 630 신당제3동

140 640 신당제4동

140 650 신당제5동

140 660 신당제6동

140 670 황학동

140 680 중림동

170 510 후암동

170 520 용산2가동

170 530 남영동

170 540 청파제1동

170 550 청파제2동

170 555 청파동



170 560 원효로제1동

170 570 원효로제2동

170 580 효창동

170 590 용문동

170 600 한강로제1동

170 610 한강로제2동

170 620 한강로제3동

170 625 한강로동

170 630 이촌제1동

170 640 이촌제2동

170 650 이태원제1동

170 660 이태원제2동

170 670 한남제1동

170 680 한남제2동

170 685 한남동

170 690 서빙고동

170 700 보광동

200 510 왕십리제1동

200 520 왕십리제2동

200 530 도선동

200 535 왕십리도선동

200 540 마장동

200 550 사근동

200 560 행당제1동

200 570 행당제2동

200 580 응봉동

200 590 금호1가동

200 600 금호2가동

200 610 금호3가동

200 615 금호2.3가동

200 620 금호4가동

200 630 옥수제1동

200 640 옥수제2동

200 645 옥수동

200 650 성수1가제1동

200 660 성수1가제2동

200 670 성수2가제1동

200 690 성수2가제3동

200 720 송정동

200 790 용답동

215 710 화양동

215 730 군자동

215 740 중곡제1동



215 750 중곡제2동

215 760 중곡제3동

215 770 중곡제4동

215 780 능동

215 810 광장동

215 820 자양제1동

215 830 자양제2동

215 840 자양제3동

215 845 노유제1동

215 846 노유제2동

215 847 자양제4동

215 850 구의제1동

215 860 구의제2동

215 870 구의제3동

230 510 신설동

230 520 용두제1동

230 530 용두제2동

230 535 용두동

230 536 용신동

230 540 제기제1동

230 545 제기동

230 550 제기제2동

230 560 전농제1동

230 570 전농제2동

230 580 전농제3동

230 590 전농제4동

230 600 답십리제1동

230 610 답십리제2동

230 620 답십리제3동

230 630 답십리제4동

230 640 답십리제5동

500 530 등촌제2동

500 535 등촌제3동

500 540 화곡제1동

500 550 화곡제2동

500 560 화곡제3동

500 570 화곡제4동

500 580 화곡제5동

500 590 화곡본동

500 591 화곡제6동

500 592 화곡제7동

500 593 화곡제8동

500 603 가양제1동



500 604 가양제2동

500 605 가양제3동

500 611 발산제1동

500 612 발산제2동

500 615 우장산동

500 620 공항동

500 630 방화제1동

500 640 방화제2동

500 641 방화제3동

500 650 과해동

530 510 신도림동

530 520 구로제1동

530 530 구로제2동

530 540 구로제3동

530 545 구로제3동분소

530 550 구로제4동

530 560 구로제5동

530 565 구로본동

530 570 구로제6동

530 580 가리봉제1동

530 590 가리봉제2동

530 595 가리봉동

530 720 고척제1동

530 730 고척제2동

530 740 개봉제1동

530 750 개봉제2동

530 760 개봉제3동

530 765 개봉본동

530 770 오류제1동

530 780 오류제2동

530 790 수궁동

545 510 가산동

545 515 가산동민원분소

545 610 독산제1동

545 615 독산제1동분소

545 620 독산제2동

545 630 독산제3동

545 640 독산제4동

545 650 독산본동

545 660 시흥본동

545 670 시흥제1동

545 680 시흥제2동

545 690 시흥제3동



545 700 시흥제4동

545 710 시흥제5동

560 510 영등포제1동

560 515 영등포본동

560 520 영등포제2동

560 530 영등포제3동

560 535 영등포동

560 540 여의동

560 550 당산제1동

560 560 당산제2동

560 570 도림제1동

560 580 도림제2동

560 585 도림동

560 590 문래제1동

560 600 문래제2동

560 605 문래동

560 610 양평제1동

560 620 양평제2동

560 630 신길제1동

560 640 신길제2동

560 650 신길제3동

560 660 신길제4동

560 670 신길제5동

560 680 신길제6동

560 690 신길제7동

560 700 대림제1동

560 710 대림제2동

560 720 대림제3동

590 510 노량진제1동

590 520 노량진제2동

590 530 상도제1동

590 540 상도제2동

590 550 상도제3동

590 560 상도제4동

590 561 상도제5동

590 570 본동

590 580 흑석제1동

590 590 흑석제2동

590 600 흑석제3동

590 605 흑석동

590 610 동작동

590 620 사당제1동

590 630 사당제2동



590 640 사당제3동

590 650 사당제4동

590 651 사당제5동

590 660 대방동

590 670 신대방제1동

590 680 신대방제2동

620 510 봉천본동

620 520 봉천제1동

620 525 보라매동

620 530 봉천제2동

620 540 봉천제3동

620 545 청림동

620 550 봉천제4동

620 560 봉천제5동

620 565 성현동

620 570 봉천제6동

620 575 행운동

620 580 봉천제7동

620 585 낙성대동

620 590 봉천제8동

620 595 청룡동

230 650 장안제1동

230 660 장안제2동

230 670 장안제3동

230 680 장안제4동

230 690 청량리제1동

230 700 청량리제2동

230 705 청량리동

230 710 회기동

230 720 휘경제1동

230 730 휘경제2동

230 740 이문제1동

230 750 이문제2동

230 760 이문제3동

260 510 면목제1동

260 520 면목제2동

260 530 면목제3동

260 540 면목제4동

260 550 면목제5동

260 560 면목제6동

260 565 면목본동

260 570 면목제7동

260 571 면목제8동



260 575 면목제3.8동

260 580 상봉제1동

260 590 상봉제2동

260 600 중화제1동

260 610 중화제2동

260 611 중화제3동

260 620 묵제1동

260 630 묵제2동

260 640 망우제1동

260 650 망우제2동

260 655 망우본동

260 660 망우제3동

260 680 신내1동

260 690 신내2동

290 510 성북제1동

290 520 성북제2동

290 525 성북동

290 530 동소문동

290 540 삼선제1동

290 550 삼선제2동

290 555 삼선동

290 560 동선제1동

290 570 동선제2동

290 575 동선동

290 580 돈암제1동

290 590 돈암제2동

290 600 안암동

290 610 보문동

290 620 정릉제1동

290 630 정릉제2동

290 640 정릉제3동

290 650 정릉제4동

290 660 길음제1동

290 670 길음제2동

290 680 길음제3동

290 685 길음제2동

290 690 종암제1동

290 700 종암제2동

290 705 종암동

290 715 월곡제1동

290 725 월곡제2동

290 735 월곡제3동

290 745 월곡제4동



290 750 상월곡동

290 760 장위제1동

290 770 장위제2동

290 780 장위제3동

290 790 석관제1동

290 800 석관제2동

290 810 석관동

305 531 미아제1동

305 532 미아제2동

305 533 미아제3동

305 534 삼양동

305 535 미아동

305 540 미아제4동

305 545 송중동

305 550 미아제5동

305 555 송천동

305 560 미아제6동

305 565 미아제6.7동

305 570 미아제7동

305 575 삼각산동

305 580 미아제8동

305 581 미아제9동

305 590 번제1동

305 600 번제2동

305 606 번제3동

305 610 수유제1동

305 620 수유제2동

305 630 수유제3동

305 640 수유제4동

305 645 우이동

305 650 수유제5동

305 651 수유제6동

305 660 인수동

320 511 창제1동

320 512 창제2동

320 513 창제3동

320 514 창제4동

320 515 창제5동

320 521 도봉제1동

320 522 도봉제2동

320 660 쌍문제1동

320 670 쌍문제2동

320 680 쌍문제3동



320 681 쌍문제4동

320 690 방학제1동

320 700 방학제2동

320 710 방학제3동

320 720 방학제4동

740 660 성내제3동

740 670 길제1동

740 680 길제2동

740 685 길동

740 690 둔촌제1동

740 700 둔촌제2동

380 631 신사제1동

380 632 신사제2동

380 640 증산동

380 650 수색동

380 660 진관내동

380 670 진관외동

380 680 응암제4동

380 690 진관동

410 510 충정로동

410 520 천연동

410 530 현저동

410 540 북아현제1동

410 550 북아현제2동

410 555 북아현동

410 560 북아현제3동

410 565 충현동

410 570 대신동

410 580 창천동

410 585 신촌동

410 590 연희제1동

410 600 연희제2동

410 610 연희제3동

410 615 연희동

410 620 홍제제1동

410 630 홍제제2동

410 640 홍제제3동

410 650 홍제제4동

410 655 홍제제2동

410 660 홍은제1동

410 670 홍은제2동

410 680 홍은제3동

410 685 홍은제2동



410 690 남가좌제1동

410 700 남가좌제2동

410 710 북가좌제1동

410 720 북가좌제2동

440 510 아현제1동

440 520 아현제2동

440 530 아현제3동

440 540 공덕제1동

440 550 공덕제2동

440 555 아현동

440 560 신공덕동

440 565 공덕동

440 570 도화제1동

440 580 도화제2동

440 585 도화동

440 590 용강동

440 600 대흥동

440 610 염리동

440 620 노고산동

440 630 신수동

440 640 창전동

440 650 상수동

440 655 서강동

440 660 서교동

440 670 동교동

440 680 합정동

440 690 망원제1동

440 700 망원제2동

440 710 연남동

440 720 성산제1동

440 730 성산제2동

440 740 상암동

470 510 목1동

470 520 목2동

470 530 목3동

470 540 목4동

470 550 목5동

470 551 목제6동

470 560 신월1동

470 570 신월2동

470 580 신월3동

470 590 신월4동

470 600 신월5동



470 610 신월6동

470 611 신월7동

470 620 신정1동

470 630 신정2동

470 640 신정3동

470 650 신정4동

470 660 신정제5동

470 670 신정6동

470 680 신정7동

500 510 염창동

500 520 등촌제1동

350 595 공릉동

710 560 기타동

710 530 기타동

350 681 상계제6동

680 520 논현동

140 615 신당동

140 625 다산동

140 635 약수동

140 645 청구동

140 665 동화동

350 560 월계1동

350 570 월계2동

350 580 월계3동

350 581 월계4동

350 590 공릉제1동

350 600 공릉2동

350 601 공릉제3동

350 605 공릉1동

350 611 하계1동

350 612 하계2동

350 619 중계본동

350 621 중계1동

350 622 중계2동

350 623 중계3동

350 624 중계4동

350 625 중계2.3동

350 630 상계1동

350 640 상계2동

350 650 상계제3동

350 660 상계제4동

350 665 상계3.4동

350 670 상계5동



350 680 상계제6동

350 690 상계제7동

350 695 상계6.7동

350 700 상계8동

350 710 상계9동

350 720 상계10동

380 510 녹번동

380 520 불광제1동

380 530 불광제2동

380 540 불광제3동

380 551 갈현제1동

380 552 갈현제2동

380 560 구산동

380 570 대조동

380 580 응암제1동

380 590 응암제2동

380 600 응암제3동

380 610 역촌제1동

380 620 역촌제2동

380 625 역촌동



토지특성

조사표



토  지  특  성  조  사  표
연 도 (1) 일련번호 (2) 소 재 지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2015 (3)토지(임야)대장번호

표준지
지역코드 및
일련번호 구분 본번 부번 (26) 표준지공시지가 (27) 산정지가

(28) 검증지가 (29) 열람지가 (30) 의견조정지가 (31) 결정지가 (32) 이의조정지가 (33) 정정지가

조

사

항

목

(4)지목
(5)면적
(㎡)

공 적 규 제 농 지

(13)
임야

(14) 토지이용상황
(4-1)
공부상지목

(6)
용도지역

(7)
용도지구

기타제한(구역등)
(10)
구분

(11)
비옥도

(12)경
지정리

01전 02답
03과 04목
05임 06광
07염 08대
09장 10학
11차 12주
13창 14도
15철 16제
17천 18구
19유 20양
21수 22공
23체 24원
25종 26사
27묘 28잡

11 1전
12 2전
13 1주
14 2주
15 3주
16 준주

21 중상
22 일상
23 근상
24 유상

31 전공
32 일공
33 준공

41 보전
42 생산
43 자연
44 개제

51 미정

61 관리
62 보관
63 생관
64 계관

71 농림

81 자보

11 역보
12 중보
13 생보
14 자경
15 수경
16 시경
17 기경
18 학교
19 공용
20 항만
21 공항
22 방재
23 최고
24 중미
25 역미
26 일미
27 기미
28 방화
29 최저
31 자취
32 집취
34 특제
35 기제
36 주개
37 산개
39 관개
40 복개
41 특개
99 기타

(8)기타
(9) 도시․군
계획시설

01 제한
02 공원
03 접도
□ 일반국도이하
04 하천
05 상수
06 수변
07 특별
08 문화
09 군사
10 시가
12 전원
13 농공
14 허가
15 지구
16 수산
17 도공
※지정면적( %)

18 정화
19 친수
20 소음
21 비오
22 상기
99 기타

01 도로
02 공원
03 철도
04 녹지
05 폐수
06 열공급
07 전기
08 도축장
09 묘지
10 시장
11 유원지
12 주차장
13 정류장
14 광장
15 운동장
16 수도
17 청사
18 하천
19 방송
20 문화
99 기타

저촉정도
( %)

1 진흥
2 보호
3 진밖

1비옥
2보통
3저습․
사질
척박

1 경지
정리

2 경지
미정리

1 보전산
2 준보전산 100 주거용

110 단독
120 연립
130 다세대
140 아파트
150 주거나지
160 주거기타

200 상업․업무용
210 상업용
220 업무용
230 상업나지
240 상업기타

300 주․상복합용
310 주상용
320 주상나지
330 주상기타

400 공업용
410 공업용
420 공업나지
430 공업기타

500 전
510 전
520 과수원
530 전기타

600 답
610 답
620 답기타

700 임야
710 조림
720 자연림
730 토지임야
740 목장용지
750 임야기타

800 특수토지
810 광천지
820 광업용지
830 염전
840 유원지
850 공원묘지
860 회원제
861 대중제
862 간이
870 스키장
880 경마장
881 승마장
890 터미널
891 콘도
892 공항
893 휴게소
894 매립
895 발전소
899 특수기타

900 공공용지 등
910 도로 등
920 하천 등
930 공원 등
940 운동장 등
950 주차장 등
960 위험시설
970 유해․혐오

시설
990 기타

(4-2)
실제 지목

01전 02답
03과 04목
05임 06광
07염 08대
09장 10학
11차 12주
13창 14도
15철 16제
17천 18구
19유 20양
21수 22공
23체 24원
25종 26사
27묘 28잡

(⑧-1)기타

10 절대
11 경관1
12 지하수1
13 생태계1
20 상대
21 경관2
22 지하수2
23 생태계2
30 경관3
31 지하수3
32 생태계3
33 경관4
34 지하수4
35 생태계4
36 경관5
37 생태계5
※지정면적( %)

※ 기타( )

항 목

배 율

조

사

항

목

지 형 지 세 도 로 조 건 유해시설접근성 대규모 개발사업
(24)

기타특성
(25)

총가격배율

(15)고저 (16)형상 (17)방위
(18)

도로접면
(19)

도로거리
(20)철도․고
속국도등

(21)폐기물․
수질오염

(22)사
업방식

(23)사업
단계

1. 저지
2. 평지
3. 완경사
4. 급경사
5. 고 지

1 정방형
2 가장형
3 세장형
4 사다리
5 삼각형
6 역삼각
7 부정형
8 자루형

1 남향
2 남동향
3 남서향
4 동향
5 서향
6 북향
7 북동향
8 북서향

01 광대한면
02 광대소각
03 광대세각
04 중로한면
05 중로각지
06 소로한면
07 소로각지
08 세로(가)
09 세각(가)
10 세로(불)
11 세각(불)
12 맹 지

1 당해지역
2 50M이내
3 100M이내
4 500M이내
9 그이상

1 당해지역
2 50M이내
3 100M이내
4 500M이내
9 그이상

1 당해지역
2 50M이내
3 100M이내
4 500M이내
5 1KM이내
9 그이상

1 수용
2 환지
3 관리
9 기타

1 확정이전
2 확정이후
3 실공사
이전
4 실공사
이후
9 기타

(34)
조사자
의 견

(35)
부평위
심 의

(36)
조사자
서 명

(37)
확인자
서 명

항목
배율



가구통행실태조사

조사표



가구통행실태조사 설문지

가구통행실태조사 앞표지



가구통행실태조사 뒷표지 경품안내



3

가구통행실태조사 가구현황조사



가구통행실태조사 가구원특성조사



5

가구통행실태조사 개인별 통행특성조사 유의사항



가구통행실태조사 개인별 통행특성조사 작성요령



7

가구통행실태조사 평일본조사 번째 통행



가구통행실태조사 평일본조사 번째 통행



9

가구통행실태조사 평일본조사 번째 통행



가구통행실태조사 평일본조사 번째 통행



11

가구통행실태조사 장거리통행특성조사 유의사항



가구통행실태조사 장거리통행특성조사 작성요령



13

가구통행실태조사 장거리통행기록



가구통행실태조사 설문지 작성 도우미 전화번호 안내



15

주말통행실태조사 설문지

주말통행실태조사 앞표지



주말통행실태조사 뒷표지 경품안내



17

주말통행실태조사 가구현황조사



주말통행실태조사 가구원 특성조사



19

주말통행실태조사 주말통행특성조사 유의사항



주말통행실태조사 주말통행특성조사 작성요령



21

주말통행실태조사 토요일 번째 통행



주말통행실태조사 토요일 번째 통행



23

주말통행실태조사 일요일 번째 통행



주말통행실태조사 일요일 번째 통행



25

주말통행실태조사 토 일요일 번째 통행



주말통행실태조사 토 일요일 번째 통행



유동인구조사

조사표



일련번호      

2012 

조사지점 코드 조사지점명 조사 리자 성명(ID)

조사 일자     월     일     요일 조사원 성명(ID)

 1차 관찰:        시        분 ~        시        분 (항목별 5분씩 조사)

항목

(1)

5분간

조사

성 별 남 여

사람수

표식(正)

계

항목

(2)

5분간

조사

연령별 20세 미만 20~30 40~50 60세 이상

사람수

표식(正)

계

항목

(3)

5분간

조사

옷차림 양복/정장/교복/유니폼 등 캐쥬얼/평상복/기타

사람수

표식(正)

계

항목

(4)

5분간

조사

짐 여부 빈손(서류가방/책가방/핸드백 포함) 짐/물건 들고 다님(쇼핑백/비닐백 등)

사람수

표식(正)

계



 2차 관찰:        시        분 ~        시        분 (항목별 5분씩 조사)

항목

(1)

5분간

조사

성 별 남 여

사람수

표식(正)

계

항목

(2)

5분간

조사

연령별 20세 미만 20~30 40~50 60세 이상

사람수

표식(正)

계

항목

(3)

5분간

조사

옷차림 양복/정장/교복/유니폼 등 캐쥬얼/평상복/기타

사람수

표식(正)

계

항목

(4)

5분간

조사

짐 여부 빈손(서류가방/책가방/핸드백 포함) 짐/물건 들고 다님(쇼핑백/비닐백 등)

사람수

표식(正)

계

▶ 특이사항 (통행하는 사람들 전반 인 평가) 구체 으로 어 주세요

▶ 비상연락망  조사본부(02-583-5372), 담당자 은진 팀장 (02-583-2480)



일련번호      

2012 

조사지점 코드 조사지점명 조사 리자 성명(ID)

조사 일자     월     일     요일 조사원 성명(ID)

 SQ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조사시간대
① 7시30분~11시  ② 11시~ 후2시

③ 후2시~5시        ④ 후5시~8시

 SQ2. 연령
※ 연령은 만15세 이상만 조사(만14세 이하는 면 단)

① 15~19   ② 20~29   ③ 30~39   ④ 40~49   ⑤ 50~59   ⑥ 60  이상

 SQ3. 거주지

① 종로구  ② 구    ③ 용산구  ④ 동구  ⑤ 광진구   ⑥ 동대문구 ⑦ 랑구  

⑧ 북구  ⑨ 강북구  ⑩ 도봉구  ⑪ 노원구  ⑫ 평구   ⑬ 대문구 ⑭ 마포구

⑮ 양천구  ⑯ 강 구  ⑰ 구로구  ⑱ 천구  ⑲ 등포구 ⑳ 동작구      관악구

   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타지역(                      )

문1. 하께  현  곳  나시는 주  적  무엇 니 ? (주  적 한개만 택)

   ① 출근 ② 업무 ③ 등 ④ 학업 (학원/ )

   ⑤ 물건  사 고 ⑥ 여가/ 락/친 / /식사(회식, 료 포함) ⑦ 역/정 / 수단 

   ⑧ 누 가  러(또는 다 주러) ⑨ 그냥 걸 고( 동,산책, 전환 등)

   ⑩ 개 무/집안 (병원, 행, 공 ,종 활동, 사활동 등)

   ⑪ 회사 또는 근무 (사업  등)  복  [▶ 그럼 어   보시고 가시는 십니 ?   답보   번호  (         )]

   ⑫ 가/퇴근/하 ⑬ 타(                                          )

문2. 하께 는 평  곳  얼 나 주 나다니십니 ?

   ① 매 ② 주 3~5회 ③ 주 1~2회 ④ 월 1~2회 ⑤ 6개월 1~3회    ⑥ 늘 처

문3. 하께 는 곳  보행환경에 해 전반적  얼 나 만족하십니 ?

   

① 매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  [DQ1  동]

④ 약간 만족 ⑤ 매  만족  [문3-1  동]

   문3-1. 하께  곳  보행환경  가  만족하시는 사항  무엇 니 ? (한개만 택)

     ① 보행공간 협 (좁거나 족) ② 법 주정차 차량

     ③ 보행 애물 ④ 보 상태(보 블  등) 량

     ⑤ 보  청 상태 ⑥ 타(                                          )

DQ1. 하께 는 현  어  업에 종사하고 계십니 ?

   ① 전문/     ② 사무/ 술 ③ 경 /  ④ 판매/ 비스    ⑤ / 업

   ⑥ 생산/ 수     ⑦ (전업)주 ⑧ ( )학생  ⑨ 업          ⑩ 무 / 타(         )

♠ 바쁘신 가운데 문에 응해 주셔  단히 감사합니다 ♠



2012 -

조  사  일  시 조 사 지 점 명 조 사 지 점 코 드 

2012년     월     일(     요일)

조사 리자 ID 조사 리자 명 조사원 명 조사원 ID

               (인)                (인)

조사 시간
0분~5분 5분~10분 20분~25분 25분~30분 40분~45분 45분~50분 날씨

(보 번
입)보행자 자 거 보행자 자 거 보행자 자 거 

오

전

09:00 09:59

10:00 10:59

11:00 11:30

오

후

12:30 12:59

13:00 13:59
(1 ~2 )

14:00 14:59
(2 ~3 )

15:00 15:59
(3 ~4 )

16:00 16:59
(4 ~5 )

17:00 17:59
(5 ~6 )

▶ 특이사항 

▶ 날씨 보기 

   ①  맑     ②  구름    ③  흐림    ④  소나     ⑤      ⑥  천둥번개    ⑦  눈    ⑧  타

▶ 비상연락망  조사본부(02-583-5372)  담당자 진 팀장 (02-583-2480) 



2012

조  사  일  시 조 사 지 점 명 조 사 지 점 코 드 

2012년     월     일(     요일)

조사 리자 ID 조사 리자 성명 조사원 성명 조사원 ID

                   (인)                     

조사 시간대 0분~5분 15분~20분 30분~35분 45분~50분 날씨
(보기번호기입)

오

전

07:30 07:59

08:00 08:59

09:00 09:59

10:00 10:59

11:00 11:29

오

후

12:30 12:59

13:00 13:59

14:00 14:59

15:00 15:59

16:00 16:59

17:00 17:59

18:00 18:59

19:00 19:29

▶ 특이사항 

▶ 날씨 보기 : ①  맑음   ②  구름   ③  흐림   ④  소나    ⑤     ⑥  천둥번개   ⑦  눈   ⑧  타

▶ 비상연락망  조사본부(02-583-5372)  담당자 은진 팀장 (02-583-2480) 



서울서베이(가구)

조사표



 
2005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가구주용)

(정부승인통계 제20111호)

조사원이
작성하는
난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전체 가구원수 15세이상 가구원수 조사원코드

□□□□□ □□□□□□ □□ □□ □□□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2005 서울서베이(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의 생활이나 살림살이를 비롯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서울시가 시민 서비스 중심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
입니다.
본 설문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 제8조에 근거한 일반통계이며, 응답내용은 동법 제1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만15세 이상(1990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가구원 모
든 분이 빠짐없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람직한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기관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수행
기관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주)월드리서치/(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가구주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면접원 성명

조 사 일 시 2005년____월____일 ____시 _____분부터 ______분 동안 조 사 표 본 ① 원표본(a) ② 대체표본(b)

주 택 형 태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기타( )

입 주 형 태
① 자기집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보증금+월세) ④ 월세(사글세: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 경우)
⑤ 무상

코드
만15세 이상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1참조)
성별

주민등록상
출생 년도

혼인상태
(보기2참조)

면접여부
(보기3참조)

면접가능
일자

개인 연락처

01 ① 가구주 ① 남 ② 여 19

02 ① 남 ② 여 19

03 ① 남 ② 여 19

04 ① 남 ② 여 19

05 ① 남 ② 여 19

06 ① 남 ② 여 19

※ 만 15세 이상 가구원 : 1990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보기1)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2) 혼인상태 (보기3) 면접여부

① 가구주                     ⑥ 부모(장인, 장모, 시부모)

② 배우자                     ⑦ 조부모     

③ 미혼 자녀                  ⑧ 미혼형제, 자매

④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⑨ 기타  ________________

⑤ 손자․녀 및 배우자

① 미혼  

② 기혼(유배우)

③ 사별  

④ 이혼/별거

① 조사완료
② 단기 출장/부재
③ 장기 출장/부재
④ 타 지역거주
⑤ 군입대/유학 등
⑥ 기타

서  울  특  별  시



■ 생활환경(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만족도

문1. 귀하의 현재 거주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 전반

2)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환경 전반

■ 서울생활 시작점

문2. 귀하는 언제부터 서울에 사셨습니까? 처음 사시게 된 때를 말씀 
해 주십시오.

① 조부모 세대 혹은 그 이전부터

② 부모 세대부터

③ 부모와 같이 이사 와서 현재 까지

④ 나의 세대에서부터(혹은 나 혼자서만)

■ 컴퓨터 보급대수

문3. 귀댁에서는 노트북 컴퓨터를 포함하여 컴퓨터를 몇 대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1대 ② 2대 이상

③ 없다 ➡ ( 문4로 가시오 )

■ 초고속인터넷

문3-1. 귀댁에서는 초고속통신망 (ADSL, VDSL, 케이블모뎀)을 설치 하

셨습니까?

① 설치했다 ② 설치하지 않았다

■ 소화기 비치

문4. 귀댁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지요?

① 있다 ② 없다

■ 수돗물의 안전성 정도

문5. 귀하는 서울의 수돗물이 먹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냥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안전

② 그냥 마시기에는 약간 불안하고 끓여서 마시면 안전

③ 수돗물은 끓여서 먹더라도 불안

■ 음용 식수

 문5-1. 귀댁에서는 마시는 물로 주로 어떤 물을 드십니까? (1개만 )
①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②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

③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

④ 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신다

⑤ 약수, 지하수를 마신다

⑥ 기타( )

■ 가사노동 분담 정도

문6. 귀댁에서는 집안일(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신지요?  
   (예 : 집안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노인 및 어린이 돌보기 등) 

① 주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② 주부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③ 주부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

④ 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⑥ 비해당 (1인가구, 미혼가구, 동성으로 구성된 가구 등)

■ 가구 월평균 소득

문7. 귀댁의 총수입은 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만원)

■ 가구지출의 구성

문8. 귀댁의 가구지출에서 다음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월평균 비율로 응답) 

￭ 주거비 비중.................................(_________%)

￭ 사교육비 비중..............................(_________%)

￭ 위 두 항목을 제외한 모든 지출 비중....(_________%)

(식비, 의류비, 공교육비...등)
============================

합 계 100 %

참

고

1) 주거비
항목

집세(월세), 주택설비 수리비용(재료비 및
수리 서비스 비용), 광열․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청소비, 하수도료, 기타(공동주택
관리비, 이사비용, 운송비) 비용을 의미함

2) 사교육비
항목

학원, 과외, 학습 교구재, 강습 등에 지출되는
비용. 가구구성원 전체가 지출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함
(직장인, 대학생 비용 불포함)

■ 가구부채 비율

문9. 연간 소득을 100%로 보았을 때 귀댁의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연간 소득 대비: %

■ 지역 커뮤니티 참가율

문10. 귀하(댁)는 최근 1년 동안 거주 지역 내의 현안이나 의견 토의

      등을 위해 개최된 회의나 모임에 참가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 반상회, 주민총회, 아파트 주민회의 등)

① 있다 ② 없다

■ 주택면적

문11. 귀댁의 총 주택면적은 몇 평입니까? ( )평
※ 면적은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은 분양면적으로,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은 사용면적으로, 주거 및 영업 겸용주택은

주거부분의 면적만을 기재

■ 희망주택 유형

문12. 귀하(댁)는 5년이내(2010년) 이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이사계획이 있다 ➡ ( 문12-1로 가시오 )

② 이사계획이 없다 ➡ ( 문13으로 가시오 )

 문12-1. 그럼 언제쯤 이사 하실 계획이십니까?
① 1년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4년 미만

⑤ 4년 이상

 문12-2.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지역(강남) ② 서울지역(강북)

③ 서울 이외 수도권 ④ 그 외 지역



 문12-3. 귀하가 거주하기를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 주택

⑤ 오피스텔 ⑥ 주상복합

⑦ 기타( )

문12-4. 귀댁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

문12-5. 귀댁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주택의 면적,(전용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면 적 : 평

※ 면적은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은 분양면적으로,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은 사용면적으로, 주거 및 영업 겸용주택은

주거부분의 면적만을 기재

■ 거주지 선택시 고려요인

문13. 거주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
     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① 경제적 여건 ② 교육환경

③ 주변여건(위치/교통 등) ④ 자녀육아 및 양육

⑤ 거주여건(방수/주차 등) ⑥ 거주 안정성/주변 치안

⑦ 생활환경(쇼핑/산책/운동 등) ⑧ 재테크 수단

⑨ 해당 지역의 이미지 ⑩ 기타( )

 
■ 공공임대주택 관련

문14.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귀하에게 주어진다면 입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14-1로 가시오 )

② 없다➡ ( 문15로 가시오 )

문14-1. 그렇다면 귀하께서 선호하시는 임대주택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기타( )

  

 문14-2. 귀하께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임대주택의 면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분양면적 : 평

문15.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입주대상자의 자격이 너무 제한적이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적다

③ 임대료가 비싸다

④ 방의 개수 또는 주택면적이 작다

⑤ 주변의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

⑥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

⑦ 임대기간이 짧다

⑧ 기타 ( )

 



■ 행복지수

문1.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1) 자신의 건강상태 ( )점

2) 자신의 재정상태 ( )점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 )점

4) 가정생활 ( )점

5)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등) ( )점

■ 건강관리 방법
문2. 귀하께서는 평소 건강을 위하여 어떤 방법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 해당되는 것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① 운동(등산, 단전호흡 포함)을 한다

② 식사량이나 음식을 조절한다

③ 보약 또는 영양제 등을 먹는다

④ 담배, 술 등을 절제한다

⑤ 목욕, 반신욕, 사우나, 찜질 등을 자주 한다

⑥ 충분한 휴식 및 수면을 취한다

⑦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받는다

⑧ 기타 ( )

■ 규칙적으로 운동 실천자 비율
문3. 귀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니까? ( 1회 20분이상 )
①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② 주 1-2회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③ 규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운동을 한다

④ 운동을 거의하지 않는다

■ 흡연 실태
문4.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우신다면 하루에 몇 개비나 
     피우십니까?
① 피운다 ➡ 하루 평균 (            ) 개비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③ 피우지 않는다

■ 음주 및 음주량
문5. 평소에 술을 드십니까? 드신다면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3회

③ 주 1~2회 ④ 주 3~4회

⑤ 거의 매일

⑥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 (문6으로 가시오) 

⑦ 전혀 마시지 않는다 ➡ (문6으로 가시오)

문5-1. 그럼, 평소 주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소주두잔(맥주1병이하)정도 ②소주반병(맥주2병)정도

③소주1병(맥주4병)정도 ④소주2병(맥주8병)정도

⑤ 소주 3병(맥주12병)이상
※소주, 맥주 1병=360ml(2홉) 기준 

■ 인터넷 사용정도
문6. 귀하는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시는지요?
     (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전혀 쓸 줄 모른다 ➡ (문7로 가시오)

① 매일(주5일 이상)사용 ➡하루 평균 사용시간 : (       ) 시간

② 1주일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일 사용하지는 않음

③ 1달에 1번 이상 ④ 2~3달에 1번 정도 이하

■ 일상생활의 인터넷 이용정도
문6-1. 그럼, 다음의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이용 항목 중 귀하가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이메일 이용

② 온라인 예매 또는 구매 (온라인 쇼핑, 온라인 예매)

③ 온라인 금융 (인터넷 뱅킹, 주식거래)

④ 교제활동 (개인홈페이지 운영, 커뮤니티 활동)

⑤ 학습활동 (사이버교육, 이러닝 등)

⑥ 매체활동 (신문, 방송, 잡지 등 매체이용 활동)

⑦ 여가활동 (게임, 음악감상, TV시청, 영화감상 등)

⑧ 전자정부활동 (정책정보검색, 세금납부, 민원신청 등)

⑨ 기타( )

■ 생활권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률

문6-2. 귀하는 서울시 또는 구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온라인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정도

문6-3. 귀하는 서울시 사이트(www.seoul.go.kr) 또는 각 구청 사이트
        에서 주민등록 발급이나 세금 납부 등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② 없다

■ 서울시/각 구청 홈페이지 시민의견 개진 유무

문6-4. 귀하는 서울시 사이트(www.seoul.go.kr) 또는 각 구청 사이트
        의 정책토론방, 자유게시판 등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댓글을 다는 등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② 없다

■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경험

문7. 귀하는 인터넷상에서 이메일 주소나 주민번호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② 없다

■ 무선인터넷

문8. 귀하께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십
     니까? 사용하신다면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사용하지 않는다

① 사용하고 있다 ➡ 문8-1. 무선인터넷 사용 기기는? 

①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

② PDA

③ 무선 모뎀이 장착된 노트북

④ 무선 모뎀이 장착된 데스크탑

⑤ 기타( )

2005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 - 가구원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난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가구원 코드 출생년도 성   명

□□□□□ □□□□□□ □□ □□□□



■ 스포츠 활동 및 레저 활동비용

문9.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스포츠 및 레저 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은 한달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한달 평균 지출 비용: ( )원

예) 운동, 수영, 등산, 골프 ,헬스, 스키, 여행, 낚시 등

지난 1년간 총 지출비용을 12개월로 나누어 기재

(단, 장비 구입비는 제외)

■ 독서율

문10. 귀하는 지난 1년동안  다음과 같은 서적을 몇 권 정도 읽으
      셨는지요? (공부나 학습을 위해 읽은 것은 제외 )

1) 소설, 역사, 예술, 종교, 철학 등의 교양서적 _______ 권

2) 업무 관련 서적 ________권 3) 잡지 __________권

4) 만화 ________권 5) 읽지 않음

■ 문화 활동

문11. 귀하는 지난 1년동안 다음과 같은 곳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이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없으면 0회 표시)
    (비용은 무료 쿠폰이나 초대장 등 무료로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이용하실 때 들어간 실제 총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연간방문횟수 연간 총비용

1) 미술전시회, 미술관 회 원

2) 연주회, 무용, 연극등공연장 회 원

3) 대중음악 콘서트장 회 원

4) 영화관 회 원

5) 스포츠 경기 관람 회 원

■ 문화도시 이미지

문12. 도시 경쟁력을 위해 문화 도시로 도시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귀하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정책(서울광장의 문화 공연, 오페라 하우스 건립등)
     이 도시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①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③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④ 전혀 도움이 안된다

■ 자원봉사활동

문13.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1년간 다음 각 분야별로 몇 번이나 참여하였으며, 1회 평
균 활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0. 없다 ➡ (문14로 가시오) ① 있다

활동분야
연간 

참여회수
1회 평균
활동시간

1) 환경보전 등과 관련

(마을청소, 한강쓰레기 건져내기, 산에

쓰레기 줍기 등)

회 시간

2) 자녀교육 등과 관련(일일교사, 교통

지도, 급식보조 등 )
회 시간

3)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 (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

봉사, 야학교사 등)

회 시간

4)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무료상담, 헌혈, 무료진료, 무료

이미용, 장애인이동 등)

회 시간

■ 시민기부 (종교단체 기부제외) 

문14.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

니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ARS(전화모금방식)을 이용한 기부

② 현금 직접 기부

③ 지로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송금

④ 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

⑤기부한 적이 없다 ➡ (문15로 가시오) 

문14-1. 귀하께서 직접 기부하신 금액은 지난 1년간 얼마정도 입니까?

물품기부 시 금액으로 환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년간 기부금액 : 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문15. 아래 각 항목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

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 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은편      않음
       5--------4-------3------2-------1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

리는 것은 상관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노후준비방법

문16. 귀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① 준비하고 있다 ➡ ( 문16-1로 가시오 )

② 준비(생각)하고 있지 않다 ➡ ( 문17로 가시오 )

 문16-1.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

         모두를 말씀해 주십시오.

① 국민연금, 사립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② 개인연금

③ 은행 저축(적금, 예금 등)

④ 보험(종신보험, 암보험 등)

⑤ 부동산투자

⑥ 현재 주택규모를 줄여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할 계획임

⑦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임

⑧ 기타 ( )

■ 희망하는 동거형태

문17. 귀하는 나이가 들어 혼자서 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견이오니 모든 분이 응답 )

①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

② 딸과 함께 살고 싶다

③ 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

④ 노인전용공간(실버타운 등)에서 살고 싶다

⑤자녀들과가까운곳에있는독립된공간에서혼자살고싶다

⑥ 기타 ( )



==========================

※문18번부터 문20번까지는 65세 이상만 응답

(1940년 9월 30일 이전출생자 만 응답)

■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참가 형태 (65세 이상 응답)

문18. 귀하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직장이나 모임이 있으신지요?
      해당되는 활동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직장이나 특별한 모임이 없음

① 직장 ② 노인정(경로당)

③ 복지관, 노인교실(노인대학)

④ 자원봉사활동 기관이나 모임

⑤ 취미활동 모임 ⑥ 종교단체 모임

⑦ 시민단체, 사회단체 ⑧ 기타 ( )

■ 노인의 건강상태 (65세 이상 응답)

문19. 귀하는 다음의 동작이나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해당되는 일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옷 입기(옷 갈아입기) ②세수, 양치질및머리감기

③ 목욕하기 ④ 식사하기

⑤ 누웠다 일어나 방밖으로 나오기(이동하기)

⑥ 화장실 사용하기 ⑦ 대소변 조절하기(실금)

⑧ 바깥 산책이나 운동하기

■ 노인의 월평균 소득 (65세 이상 응답)

문20. 일정한 소득이 있는 노인 ( 65세 이상 )일 경우,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이자소득, 임대소득 포함, 자녀에게 받는 용돈도 
포함.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월 평균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⑥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⑧ 소득 없음

==========================
■ 도시위험도

문21.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
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은편      않음
       5--------4-------3------2-------1

1)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위험을 느끼시는지요?

2) 서울에서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두려운 생각이

드시는지요?

3) 강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시는지요?

4) 건물, 엘리베이터 추락, 다리붕괴 등 여러 유형의

건축물 사고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시는지요?

■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정도

문22. 다음은 화재와 지진시 안전한 긴급대피 요령의 예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표시하세요. 해당되는 모든 것 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화재시 피난할 때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보호한다

② 불이 난 곳의 반대 방향 비상구를 이용한다

③ 화재나 지진시 엘리베이터의 이용이 가능하다면 우선적

으로 사용한다

④ 지진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책상 등의 밑에 엎드린다

⑤ 지진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건물 안에서 외부로 탈출해

야 한다

■ 교통 이용 만족도

문23. 귀하는 서울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어느정도     보통      약간        아주
     만족함      만족하는     이다     불만족     불만족함
                  편임               스러움          
       5--------4-------3------2-------1

1)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좌석버스 등)

2) 지하철

3) 택시

■ 보행환경 만족도

문24. 귀하의 주거지역 인근이나 서울 도심(시내)에서 걸어 다니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신지요?

     매우       어느정도     보통      약간        아주
     만족함      만족하는     이다     불만족     불만족함
                  편임               스러움          
       5--------4-------3------2-------1

1)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 정도

2)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 정도

■ 도시균형발전

문25. 귀하는 도시 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서울시 뉴타운 계획이 도시 내 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①아주많이기여할것이다 ②어느정도기여할것이다

③별로기여하지않을것이다④전혀기여하지않을것이다

■ 환경상품 관심도

문26. 평소 물품 구입 시 그 상품이 환경친화적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편입니까? 
      ( 예를 들어 유기농산품, 에너지 절약상품, 재활용상품 등) 

① 아주 관심이 많다

② 약간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⑤ 전혀 관심이 없다

■ 환경오염 방지

문27. 귀하는 우리사회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
로 어느 정도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노력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어느정도     보통      별로        거의
     노력함      노력하는     이다    노력하지    노력하지
                  편임                않음      않음
       5--------4-------3------2-------1

1)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는 일

2)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

3) 환경친화적 상품을 구입하는 일

4) 1회용품 사용의 자제

5) 물을 아껴 씀

6)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



■ 친환경도시
문28. 최근 도시는 다음 세대도 오랫동안 공유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보시기에 서울시가 추진한 청계천 복원, 서울숲 조성 등
의 사업이 친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①아주많이기여했다 ②어느정도기여한편이다

③ 별로 기여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 서울 대표 이미지 인식

문29. 서울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공간(랜드마크)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보기에서 우선 순서대로 2개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________   2순위 : ________

① 고궁, 종묘 ⑨ 월드컵 경기장

②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⑩ 63빌딩

③ 남산, 인왕산, 북한산 ⑪ 이태원

④ 남산 한옥마을 ⑫ 인사동

⑤ 삼성동 코엑스몰, 아셈타워 ⑬ 청계천

⑥ 서울숲 ⑭패션거리(압구정동, 명동)

⑦ 서울광장(시청앞 잔디광장) ⑮ 한강, 한강시민공원

⑧ 올림픽경기장/공원 ⑯ 홍대 앞 클럽

⑰ 기타( )

■ 서울축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자 만족도

문30. 귀하는 서울시 및 구청에서 개최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31로 가시오)

문30-1. 귀하는 서울에서 개최된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예 : Hi! Seoul 페스티발, 불꽃축제 등 )
① 있다 ② 없다

■ 서울 시민 고향 인식도

문31. 귀하는 서울에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서울에 사신
      총 거주기간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사로 인한 타지역 거주기간은 제외)

          서울 거주기간 : 약 _____________년

문32.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을 고향과 같이 생각하고
      느끼시는지요?
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이 고향이다

②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서울이 고향 같지 않다

③ 서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

같이 느껴진다

④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 한강시민공원 관련

문33. 귀하는 지난 일년 동안 몇 번이나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셨습니까? 

① 지난 1년간 방문 횟수 ➡ (          회)

② 한번도 없다 ➡ (통계처리 문항으로 가시오)

 문33-1. (문33에서 한번 이상 이용경험자 대상) 귀하께서 평소에
          한강시민공원을 주로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① 산책과 휴식 ② 운동

③ 동호회/ 레저 활동 ④ 공연관람 등 행사 참석

⑤ 자연학습장/생태공원 방문 등 교육 목적

⑥ 기타 ( )

 문33-2. 귀하는 한강시민공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통계처리 문항 ※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안 받았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4년제 미만)
⑥ 대학(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석사과정
⑧ 대학원 박사과정

① 졸 업

② 재 학

③ 수 료

④ 휴 학

⑤ 중 퇴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별도 가이드 참조)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직 및 준 전문가 ④ 사무종사자

⑤ 서비스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⑧ 기능직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⑩ 단순노무종사자 ⑪ 학생

⑫ 주부 ⑬ 무직 ⑭ 기타( )

 DQ2-1. 귀하의 근무형태는? 

① 전(격)일제로 일을 하며 주5일 근무

② 전(격)일제로 일을 하며 주6일 근무

③ 비전일제(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 일을 한다

④ 일을 하지 않는다

■ 통근/통학 여부

DQ3.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① 통학을 한다 ➡ (DQ3-1로 가시오)

② 통근을 한다 ➡ (DQ3-1로 가시오)

③ 통근이나 통학을 하지 않는다 ➡ (면접종료)

 DQ3-1. 귀하는 어디로 통근 또는 통학하십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동 내

②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

③ 다른 구 ➡ (                구)

④ 다른 시도 ➡ (              시․도)
       
 DQ3-2. 그럼,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승용차 ②버스(버스간환승포함)

③ 지하철․ 철도 ④ 택시

⑤ 오토바이/자전거 ⑥ 승용차 + 버스

⑦ 승용차 + 지하철 ⑧ 버스 + 지하철

⑨ 도보

⑩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 )
   
 DQ3-3. 그렇다면, 귀하가 출근/등교 할 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출근/등교시간 : _________ 시간 ____________ 분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가구주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난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전체 가구원수 15세이상 가구원수 조사원코드

□□□□□ □□□□□□ □□ □□ □□□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2006 서울서베이(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의 생활이나 살림살이를 비롯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어
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서울시가 시민 서비스 중심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 제8조에 근거한 일반통계이며, 응답내용은 동법 제1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만15세 이상(1991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해당 가구원 모든 분이 
빠짐없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람직한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기관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수행
기관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 (주)월드리서치

가구주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면접원 성명

조 사 일 시 2006년____월____일 ____시 _____분부터 ______분 동안 조 사 표 본 ① 원표본(a) ② 대체표본(b)

주 택 형 태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기타( )

입 주 형 태
① 자기집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보증금+월세) ④ 월세(사글세: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 경우)
⑤ 무상

코드
만15세 이상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1참조)
성별

주민등록상
출생 년도

혼인상태
(보기2참조)

면접여부
(보기3참조)

면접가능
일자

개인 연락처

01 ① 가구주 ① 남 ② 여 19

02 ① 남 ② 여 19

03 ① 남 ② 여 19

04 ① 남 ② 여 19

05 ① 남 ② 여 19

06 ① 남 ② 여 19

※ 만 15세 이상 가구원 : 1991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보기1)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2) 혼인상태 (보기3) 면접여부

① 가구주                     ⑥ 부모(장인, 장모, 시부모)

② 배우자                     ⑦ 조부모     

③ 미혼 자녀                  ⑧ 미혼형제, 자매

④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⑨ 기타  ________________

⑤ 손자․녀 및 배우자

① 미혼  

② 기혼(유배우)

③ 사별  

④ 이혼/별거

① 조사완료
② 단기 출장/부재
③ 장기 출장/부재
④ 타 지역거주
⑤ 군입대/유학 등
⑥ 기타

서  울  특  별  시

정부승인
마크

승인번호
제 20111 호



■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만족도

문1. 귀하의 현재 거주지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이다      만족       만족
       1-------2-------3------4-------5

1) 생활환경(상하수도, 전기, 통신, 주택, 교통, 녹지 등)

2) 경제환경(생활비용, 소득, 근로시간 등)

3)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4)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 서울생활 시작점

문2. (응답자 기준) 귀하는 언제부터 서울에 사셨습니까? 
     처음 사시게 된 때를 말씀 해 주십시오.

① 조부모 세대 혹은 그 이전부터

② 부모 세대부터

③ 부모와 같이 이사 와서 현재 까지

④ 나의 세대에서부터(혹은 나 혼자서만)

■ 컴퓨터 보급대수

문3. 귀댁에서는 컴퓨터(노트북 포함)를 몇 대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1대 ➡ ( 문3-1로 )
② 2대 이상 ➡ ( 문3-1로 )
③ 없다 ➡ ( 문4로 )

■ 초고속인터넷

 문3-1. 귀댁에서는 초고속인터넷통신망 (ADSL, VDSL, 케이블모뎀,

        광랜 등)을 설치하셨습니까?

① 설치했다 ② 설치하지 않았다

■ 소화기 비치

문4. 귀댁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지요?

① 있다 ② 없다

■ 수돗물의 안전성 정도

문5. 귀하는 서울의 수돗물이 먹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냥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안전

② 그냥 마시기에는 약간 불안하고 끓여서 마시면 안전

③ 수돗물은 끓여서 먹더라도 불안

■ 음용 식수

 문5-1. 귀댁에서는 마시는 물로 주로 어떤 물을 드십니까? (1개만 )
①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②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

③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 ④ 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신다

⑤ 약수, 지하수를 마신다 ⑥ 기타( )

■ 가사노동 분담 정도

문6. 귀댁에서는 집안일(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신지요?  
    (예 : 집안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노인 및 어린이 돌보기 등) 

① 주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② 주부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③ 주부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

④ 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⑥ 비해당 (1인가구, 미혼가구, 동성으로 구성된 가구 등)

■ 아동의 보육

문7. 귀댁은 현재 혹은 향후 1년 이내 아이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기관에 맡길 의사가 있으신지요?

① (미취학) 자녀가 없다 ➡ ( 문8로 )

② 현재 맡기고 있다 ➡ ( 문7-1로 )

③ 1년 이내에 보육기관에 맡길 의사가 있다 ➡ ( 문7-1로 )

④ 1년 이내에 보육기관에 맡길 의사가 없다 ➡ ( 문7-1로 )

 문7-1. 귀댁에서 자녀 양육시 평일 시간연장(오후 7:30 이후)보육시설을 1
주일에 몇 회 정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주 1～2회 정도 ② 주 3～4회 정도

③ 주 5～6회 정도 ④ 이용할 필요가 없다

 문7-2. 그럼, 일요일 및 공휴일에 휴일보육시설을 월 몇 회 정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월 1～2회 정도 ② 월 3～4회 정도

③ 매주 ④ 이용할 필요가 없다

 문7-3.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는 보
육 방법 및 만족도를 보기(1), (2)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

자녀구분
출생년도 성 별

보육방법
(보기1)

보육
만족도
(보기2)

1 년 ① 남 ② 여

2 년 ① 남 ② 여

3 년 ① 남 ② 여

4 년 ① 남 ② 여

문7-3. 보기(1) 보육방법 문7-3. 보기(2) 보육 만족도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

②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본다

③ 친인척 외에 개인에게 맡긴다

④ 놀이방 등의 보육시설에 보낸다

⑤ 유치원에 보낸다

⑥ 기타(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 가구 월평균 소득

문8. 귀댁의 총수입은 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만원단위

    까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십시오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만원)



■ 가구지출의 구성

문9. 귀댁의 가구지출에서 다음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월평균 비율로 응답) 

￭주거비비중...............................................(_________%)

￭사교육비비중............................................(_________%)

￭위두항목을제외한모든지출비중..................(_________%)

(식비, 의류비, 공교육비등)

===========================

합 계 ......................... 100 %

참

고

1) 주거비

항목

집세(월세), 주택설비 수리비용(재료비 및

수리 서비스 비용), 광열․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청소비, 하수도료, 기타(공동주택

관리비, 이사비용, 운송비) 비용을 의미함

2) 사교육비

항목

학원, 과외, 학습 교구재, 강습 등에 지출

되는 비용. 가구구성원 전체가 지출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함

(직장인, 대학생 비용 불포함)

■ 가구부채 비율

문10. 연간 소득을 100%로 보았을 때 귀댁의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연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  
※ 부채비율 예시:

가.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부채가 2천5백만원인 50%임.

나.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부채가 5천만원인경우 100%임.

다.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부채가 1억원인경우 200%임.

■ 지역 커뮤니티 참가율

문11. 귀하(댁)는 최근 1년 동안 거주 지역 내의 현안이나 의견, 토의

      등을 위해 개최된 회의나 모임에 참가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 반상회, 주민총회, 아파트 주민회의 등)

① 있다 ② 없다

■ 주택면적

문12. 귀댁의 총 주택면적은 몇 평입니까? ( )평

※ 면적은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은 분양면적(평형)으로,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사용면적으로, 주거 및 영업

겸용주택은 주거부분의 전용면적만을 기재

■ 희망주택 유형

문13. 귀하(댁)는 5년 이내(2011년) 이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이사계획이 있다 ➡ ( 문13-1로 )

② 이사계획이 없다 ➡ ( 문14로 )

 문13-1.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지역(강남) ② 서울지역(강북)

③ 서울 이외 수도권 ④ 그 외 지역

문13-2. 귀댁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주택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면 적 : 평

※ 면적은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은 분양면적(평형)으로,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은 사용면적으로, 주거 및 영업

겸용주택은 주거부분의 전용면적만을 기재

■ 거주지 선택시 고려요인

문14. 거주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
      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경제적 여건 ② 교육환경

③ 주변여건(위치/교통 등) ④ 자녀육아 및 양육

⑤ 거주여건(방수/주차 등) ⑥ 거주 안정성/주변 치안

⑦ 생활환경(쇼핑/산책/운동 등) ⑧ 재테크 수단

⑨ 해당 지역의 이미지 ⑩ 기타( )

 



■ 행복지수

문1.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
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
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1) 자신의건강상태...............................................( )점

2) 자신의 재정상태 .............................( )점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 )점

4) 가정생활 ......................................( )점

5)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 )점

■ 건강관리 방법

문2. 귀하께서는 평소 건강을 위하여 어떤 방법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 해당되는 것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① 운동(등산, 단전호흡 포함)을 한다

② 식사량이나 음식을 조절한다

③ 보약 또는 영양제 등을 먹는다

④ 담배, 술 등을 절제한다

⑤ 목욕, 반신욕, 사우나, 찜질 등을 자주 한다

⑥ 충분한 휴식 및 수면을 취한다

⑦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받는다

⑧ 기타 ( )

■ 규칙적인 운동 실천자 비율

문3. 귀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니까? ( 1회 20분이상 )
①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② 주 1-2회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③ 규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운동을 한다

④ 운동을 거의하지 않는다

■ 흡연 실태

문4.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우신다면 하루에 몇 개비나 피우십니까?
① 피운다 ➡ 하루 평균 (            ) 개비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③ 피우지 않는다

■ 음주 및 음주량

문5. 귀하는 평소에 술을 드십니까? 드신다면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3회 ③ 주 1～2회

④ 주 3～4회 ⑤ 거의 매일

⑥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 (문6으로) 
⑦ 전혀 마시지 않는다 ➡ (문6으로)

 문5-1. 그럼, 귀하의 평소 주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소주두잔(맥주 1병 이하) 정도 ②소주반병(맥주2병) 정도

③ 소주 1병(맥주 4병) 정도 ④소주2병(맥주8병) 정도

⑤ 소주 3병(맥주12병) 이상
 ※소주, 맥주 1병=360ml(2홉) 기준 

■ 인터넷 사용정도

문6. 귀하는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시는지요?
     (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⑧ 전혀 쓸 줄 모른다 ➡ (문7로)
① 매일(주5일 이상)사용 ➡ 하루 평균 사용시간 : (  ) 시간
② 1주일에 1번 이상 사용하나 매일 사용하지는 않음
③ 1달에 1번 이상 ④ 2～3달에 1번 정도

■ 일상생활의 인터넷 이용정도

 문6-1. 그럼, 다음의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이용 항목 중 귀하   가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이메일 이용
② 온라인 예매 또는 구매 (온라인 쇼핑, 온라인 예매)
③ 온라인 금융 (인터넷 뱅킹, 주식거래)
④ 교제활동 (개인홈페이지 운영, 커뮤니티 활동)
⑤ 학습활동 (사이버교육, e러닝 등)
⑥ 매체활동 (신문, 방송, 잡지 등 매체이용 활동)
⑦ 여가활동 (게임, 음악감상, TV시청, 영화감상 등)
⑧ 전자정부활동 (정책정보검색, 세금납부, 민원신청 등)
⑨ 기타( )

■ 생활권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률

문6-2. 귀하는 서울시 또는 구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7로)

■ 온라인 민원행정서비스

문6-3. 귀하는 서울시 사이트(www.seoul.go.kr) 또는 각 구청 사이트
        에서 주민등록 발급이나 세금 납부 등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문6-3-1로) ② 없다 ➡(문6-4로)

문6-3-1. 그럼, 귀하가 이용한 서울시 사이트(www.seoul.go.kr) 또는 각 
구청의 온라인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 서울시/각 구청 홈페이지 시민의견 개진 유무

문6-4. 귀하는 서울시 사이트(www.seoul.go.kr) 또는 각 구청 사이트의 정
책토론방, 자유게시판 등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댓글을 다는 등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② 없다

■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경험

문7. 귀하는 인터넷상에서 이메일 주소나 주민번호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② 없다

■ 스포츠 활동 및 레저 활동비용

문8.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스포츠 및 레저 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은 한달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한달 평균 지출 비용: ( )원

예) 운동, 수영, 등산, 골프 ,헬스, 스키, 여행, 낚시 등

지난 1년간 총 지출비용을 12개월로 나누어 기재

(단, 장비 구입비는 제외)

200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 - 가구원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난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가구원 코드 출생년도 성   명

□□□□□ □□□□□□ □□ □□□□

정부승인
마크

승인번호
제 20111 호



■ 독서율

문9. 귀하는 지난 1년동안  다음과 같은 서적을 몇 권 정도 읽으
     셨는지요? (공부나 학습을 위해 읽은 것은 제외 )

1) 소설, 역사, 예술, 종교, 철학등의교양서적(_______ 권)

2) 업무관련서적 (_______ 권) 3) 잡지 (_______ 권)

4) 만화 ............(_______ 권) 5) 읽지않음

■ 문화 활동

문10. 귀하는 지난 1년동안 다음과 같은 곳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이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없으면 0회 표시)
     (비용은 음식비 및 교통비는 제외하며, 무료로 관람(입장)한 경우
     방문횟수에는 포함되며 비용은 제외됨.)
   

항     목 연간방문횟수 연간 총비용

1) 미술전시회, 미술관 ________회 ____________원

2) 전통공연(국악, 판소리, 사물

놀이, 마당놀이, 고전무용등)
________회 ____________원

3) 연주회, 무용, 연극등공연장 ________회 ____________원

4) 대중음악 콘서트장 ________회 ____________원

5) 영화관 ________회 ____________원

6) 스포츠 경기 관람 ________회 ____________원

7) 서울에 위치한 전통문화공간

(고궁, 북촌마을, 한옥마을,

인사동,선사유적지,박물관등)

________회 ____________원

문11. 귀하는 서울의 문화환경(문화시설, 여가시설, 문화프로그램, 비
용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 문화예술 교육

문12. 귀하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받으신 교육을 제외하고 문화,
      예능, 예술 및 교양 관련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자원봉사활동

문13.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1년간 다음 각 분야별로 몇 번이나 참여하였으며,

      1회 평균 활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있다 ➡ (활동분야별로 응답)    ② 없다 ➡ (문14로) 

활동분야
연간 

참여회수
1회 평균
활동시간

1) 환경보전 등과 관련 (마을청소, 한강

쓰레기 건져내기, 산에 쓰레기 줍기 등)
회 시간

2) 자녀교육 등과 관련(일일교사, 교통

지도, 급식보조 등 )
회 시간

3)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 (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

봉사, 야학교사 등)

회 시간

4)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무료상담, 헌혈, 무료진료, 무료

이미용, 장애인이동 등)

회 시간

■ 시민기부 (종교단체 기부제외) 

문14.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

니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ARS(전화모금방식)을 이용한 기부 ➡ (문14-1로)

② 현금 직접 기부 ➡ (문14-1로)

③ 지로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송금 ➡ (문14-1로)

④ 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 ➡ (문14-1로)

⑧ 기부한 적이 없다 ➡ (문15로 가시오) 

 문14-1. 귀하께서 직접 기부하신 금액은 지난 1년간 얼마정도 입니까?

         물품기부 시 금액으로 환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년간 기부금액 : 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문15. 아래 각 항목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

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 을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별로        보통      약간       매우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1--------2-------3------4-------5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

리는 것은 상관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노후준비방법

문16. 귀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① 준비하고 있다 ➡ (문16-1로)

② 준비(생각)하고 있지 않다 ➡ (문17로)

 문16-1.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

         모두를 말씀해 주십시오.

① 국민연금, 사립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② 개인연금

③ 은행 저축(적금, 예금 등)

④ 보험(종신보험, 암보험 등)

⑤ 부동산투자

⑥ 현재 주택규모를 줄여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할 계획임

⑦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임

⑧ 기타 ( )

■ 희망하는 동거형태

문17. 귀하는 나이가 들어 혼자서 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이오니 모든 분이 응답 )

①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

② 딸과 함께 살고 싶다

③ 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

④ 노인전용공간(실버타운 등)에서 살고 싶다

⑤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싶다

⑥ 기타 ( )



==========================

※문18번부터 문20번까지는 65세 이상만 응답

(1941년 9월 30일 이전출생자 만 응답)

■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참가 형태 (65세 이상 응답)

문18. 귀하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직장이나 모임이 있으신지요?
      해당되는 활동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직장이나 특별한 모임이 없음

① 직장 ② 노인정(경로당)

③ 복지관, 노인교실(노인대학)

④ 자원봉사활동 기관이나 모임

⑤ 취미활동 모임 ⑥ 종교단체 모임

⑦ 시민단체, 사회단체 ⑧ 기타 ( )

■ 노인의 건강상태 (65세 이상 응답)

문19. 귀하는 다음의 동작이나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해당되는 일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옷 입기(옷 갈아입기)

② 세수, 양치질 및 머리감기

③ 목욕하기 ④ 식사하기

⑤ 누웠다 일어나 방밖으로 나오기(이동하기)

⑥ 화장실 사용하기 ⑦ 대소변 조절하기(실금)

⑧ 바깥 산책이나 운동하기

■ 노인의 월평균 소득 (65세 이상 응답)

문20. 일정한 소득이 있는 노인 ( 65세 이상 )일 경우,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이자소득, 임대소득 포함, 자녀에게 받는 용돈도 
포함.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월 평균으로 말씀해 주세요 .)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⑥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⑧ 소득 없음

==========================
■ 도시위험도

문21.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
해 주십시오.

     전혀         별로        보통      약간       매우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1--------2-------3------4-------5

1)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위험을 느끼시는지요?

2) 서울에서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두려운 생각이

드시는지요?

3) 강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시는지요?

4) 건물, 엘리베이터 추락, 다리붕괴 등 여러 유형의

건축물 사고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시는지요?

■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정도

문22. 다음은 화재와 지진시 안전한 긴급대피 요령의 예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표시하세요. 해당되는 모든 것 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화재시 피난할 때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보호한다

② 불이 난 곳의 반대 방향 비상구를 이용한다

③ 화재나 지진시 엘리베이터의 이용이 가능하다면 우선적

으로 사용한다

④ 지진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책상 등의 밑에 엎드린다

⑤ 지진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건물 안에서 외부로 탈출해

야 한다

■ 교통 이용 만족도

문23. 귀하는 서울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이다      만족       만족
       1-------2-------3------4-------5

1)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좌석버스 등)

2) 지하철

3) 택시

■ 보행환경 만족도

문24. 귀하의 주거지역 인근이나 서울 도심(시내)에서 걸어 다니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신지요?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이다      만족       만족
       1-------2-------3------4-------5

1)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 정도

2)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 정도

■ 환경상품 관심도

문25. 평소 물품 구입 시 그 상품이 환경친화적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편입니까? 
     ( 예를 들어 유기농산품, 에너지 절약상품, 재활용상품 등)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⑤ 아주 관심이 많다

■ 환경오염 방지

문26. 귀하는 우리사회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
로 어느 정도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노력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별로        보통      약간       매우
     노력하지    노력하지      이다    노력한다   노력한다
      않는다     않는다                               
       1--------2-------3------4-------5

1)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는 일

2)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

3) 환경친화적 상품을 구입하는 일

4) 1회용품 사용의 자제

5) 물을 아껴 씀

6)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



■ 서울 대표 이미지 인식

문27. 서울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공간(랜드마크)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보기에서 우선 순위대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________   2순위 : ________

① 고궁, 종묘 ⑩ 63빌딩

②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⑪ 이태원

③ 남산, 인왕산, 북한산 ⑫ 인사동

④ 남산 한옥마을 ⑬ 청계천

⑤ 삼성동 코엑스몰, 아셈타워 ⑭패션거리(압구정동, 명동)

⑥ 서울숲 ⑮ 한강, 한강시민공원

⑦ 서울광장(시청앞 잔디광장) ⑯ 홍대 앞 클럽

⑧ 올림픽경기장/공원 ⑰ 기타( )

⑨ 월드컵 경기장

■ 서울축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자 만족도

문28. 귀하는 서울시 및 구청에서 개최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28-1로) ② 없다 ➡ (문29로)

 문28-1. 귀하는 서울에서 개최된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예 : Hi! Seoul 페스티발, 청계천축제, 드럼페스티발 등 )
① 있다 ➡ (문28-2로) ② 없다 ➡ (문29로)

 문28-2. 귀하는 축제에 참여하신 후 어느 정도 만족하셨는지요?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 서울 시민 고향 인식도

문29. 귀하께서 서울에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서울에 사신
      총 거주기간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사로 인한 타지역 거주기간은 제외)

          서울 거주기간 : 약 _____________년

문30.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을 고향과 같이 생각하고 느
끼시는지요?
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이 고향이다

②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서울이 고향 같지 않다

③ 서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

같이 느껴진다

④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 한강시민공원 관련

문31. 귀하는 지난 일년 동안 몇 번이나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셨습니까? 

① 지난 1년간 방문 횟수 ➡ ( 회) ➡ (문31-1로)

② 한 번도 없다 ➡ (통계처리 문항으로 가시오)

 문31-1. (한번 이상 이용한 경험자 대상) 귀하께서 평소에 한강시민
         공원을 주로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① 산책과 휴식

② 운동

③ 동호회/ 레저 활동

④ 공연관람 등 행사 참석

⑤ 자연학습장/생태공원 방문 등 교육 목적

⑥ 기타 ( )

 문31-2. 귀하는 한강시민공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 통계처리 문항 ※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안 받았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4년제 미만)
⑥ 대학(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석사과정
⑧ 대학원 박사과정

① 졸 업

② 재 학

③ 수 료

④ 휴 학

⑤ 중 퇴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별도 가이드 참조)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직 및 준 전문가 ④ 사무종사자

⑤ 서비스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⑧ 기능직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⑩ 단순노무종사자 ⑪ 학생

⑫ 주부 ⑬ 무직 ⑭기타 ( )

 DQ2-1. 귀하의 근무형태는? 

① 전(격)일제로 일을 하며 주5일 근무

② 전(격)일제로 일을 하며 주6일 근무

③ 비전일제(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 일을 한다

④ 일을 하지 않는다

■ 통근/통학 여부

DQ3.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① 통학을 한다 ➡ (DQ3-1로)

② 통근을 한다 ➡ (DQ3-1로)

③ 통근이나 통학을 하지 않는다 ➡ (면접종료)

 DQ3-1. 귀하는 어디로 통근 또는 통학하십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동 내

②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

③ 다른 구 ➡ (                구)

④ 다른 시도 ➡ (              시․도)
       
 DQ3-2. 그럼,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승용차 ② 버스(버스 간 환승포함)

③ 지하철(철도) ④ 택시

⑤ 오토바이/자전거 ⑥ 승용차 + 버스

⑦ 승용차 + 지하철 ⑧ 버스 + 지하철

⑨ 도보 ⑩ 기타 (구체적으로 ____ )
   
 DQ3-3. 그렇다면, 귀하가 출근/등교 할 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출근/등교시간 : _________ 시간 ____________ 분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10월 『서울서베이(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의 생활이나 살림살이를 비롯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서울시가 시민 서비스 중심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 제8조에 근거한 정부승인통계이며, 응답내용은 동법 제1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만 15세 이상(1992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해당 되는 모든 가구원은 빠짐없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
탁드립니다. 
바람직한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기관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수행
기관

(주)현대리서치 (02)3218-9636
(주)메트릭스 (02) 6244-0753

가구주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면접원 성명

조 사 일 시  2007년____월____일 ____시 _____분부터 ______분 동안 조 사 표 본
① 원표본(a)   
② 대체표본(b)

주 택 형 태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빌라 ③ 다세대주택 ④ 단독주택(다가구포함) ⑤ 기타(오피스텔, 상가내 거처 등)

주거점유형태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 무상 및 기타

맞벌이 여부 ①한다   ②안한다   ③해당없음

코드
만15세 이상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1
참조)

성별 출생 년도
혼인상태
(보기2
참조)

종교
(보기3
참조)

면접여부
(보기4
참조)

면접
가능 일자

개인 연락처

01 ① 가구주 ① 남  ② 여  19      

02 ① 남  ② 여  19      

03 ① 남  ② 여  19      

04 ① 남  ② 여  19      

05 ① 남  ② 여  19      

06 ① 남  ② 여  19      

※ 만 15세 이상 가구원 : 1992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보기1)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2) 혼인상태 (보기3) 종교 (보기4) 면접여부

 ① 가구주(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기타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별거  
 ④ 사별

 ① 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기타  
⑥ 없다

 ① 조사완료
 ② 단기 출장/부재
 ③ 장기 출장/부재
 ④ 타 지역거주
 ⑤ 군입대/유학 등
 ⑥ 기타            

서  울  특  별  시

200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가구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난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전체 가구원수 15세이상 가구원수
조사원
코드

□□□□□ □□□-□□ □□ □□ □□□ 제 20111 호



■ 수돗물의 안전성 정도 

문1. 귀하는 서울의 수돗물이 먹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냥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안전 
② 그냥 마시기에는 약간 불안하고 끓여서 마시면 안전
③ 수돗물은 끓여서 먹더라도 불안

■ 음용 식수

문2. 귀댁에서는 마시는 물로 주로 어떤 물을 드십니까? (1개만 )
①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②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
③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 ④ 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신다
⑤ 약수, 지하수를 마신다    ⑥ 기타(                ) 

■ 생활환경 만족도 
 
문3.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1)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2) 경제환경(생활비용, 소득, 근로시간 등)

3)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4)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 가사노동 분담 정도 

문4. 귀댁에서는 집안일(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신지요? (예 : 집안청
소, 빨래, 음식 만들기, 노인 및 어린이 돌보기 등) 
① 주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② 주부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③ 주부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 
④ 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⑥ 비해당 (1인가구, 미혼가구, 동성으로 구성된 가구 등) 

■ 아동보육 
문5. 귀댁에는 현재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 문5-1로 )  ② 없다 ➡ ( 문6으로 )

문5-1.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는 보
육 방법 및 만족도를 보기(1), (2), (3)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
자녀
구분

출생년도 성  별
보육 방법
(보기 1)

보육
시설

(보기2)

보육
만족도
(보기3)

1        년 ①남 ②여
2        년 ①남 ②여
3        년 ①남 ②여
4        년 ①남 ②여

문5-1. 보기(1) 보육방법 문5-1. 보기(2) 보육시설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
②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본다 
③ 친인척 외에 개인에게 맡긴다 
④ 놀이방 등의 보육시설에 보낸다
⑤ 유치원에 보낸다
⑥ 기타(                     )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개인(어린이집)
④ 개인(가정보육시설: 놀이방) 
⑤ 직장
⑥ 공동육아

문5-1. 보기(3) 보육 만족도
⑤매우 만족  ④약간 만족  ③보통  ②약간 불만족  ①매우 불만족

■ 재정 및 부채 

문6. 현재 귀댁의 재테크 유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금융기관 예금(적금 등 포함) ② 주식 투자
③ 간접투자상품(펀드) ④ 부동산     
⑤ 기타(             ) ⑥ 없다

문7. 귀댁에 부채가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택 임차 및 구입 ②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③ 의료비 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⑤ 재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 ⑥ 기타 (             )
⑦ 없다

■ 정보통신기기 보유대수 

문8. 귀댁에서는 정보통신기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계십니까?(기타 인터넷 활용
기기에는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기기로 PSP, XBOX, 플레이스테이션 등이 포
함됩니다) 

구분
컴퓨터   
(노트북
포함)

휴대폰 PDA

기  타
인터넷
활용
기기

초고속
통신망

보유      대     대      대      대 ○  /  X

■ 통신비지출

문9. 귀댁에서 지출하시는 월 평균 통신비용은 얼마입니까? (통신비에는 유선
전화 및 무선전화 이용료, 초고속인터넷 이용료 등이 포함되며, 기기할부금은 
제외합니다) 
                                  (          만원) 
■ 주택 

문10. 귀하(댁)는 5년 이내(2012년) 이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이사계획이 있다  ➡ ( 문10-1로 )
② 이사계획이 없다  ➡ ( 문11로 )

 문10-1.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지역(강남) ② 서울지역(강북)
③ 서울 이외 수도권 ④ 그 외 지역

문11. 귀댁의 총 주택면적은 몇 ㎡입니까?  
                                (                )㎡
※ 면적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은 분양면적(㎡)으로, 단독주택(다가구 포
함)은 사용면적으로, 주거 및 영업 겸용주택은 주거부분의 전용면적만을 기재
※ 1평은 3.3㎡로 환산하여 기재

문11-1. 귀댁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주택
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면  적  : ㎡

※ 면적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은 분양면적(㎡)으로,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은 사용면적으로, 주거 및 영업 
겸용주택은 주거부분의 전용면적만을 기재
※ 1평은 3.3㎡로 환산하여 기재

■ 거주지 선택시 고려요인 

문12. 거주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이다        만족         만족
        5-------4-------3------2-------1



① 경제적 여건             ② 교육환경

③ 주변여건(위치/교통 등)   ④ 자녀육아 및 양육
⑤ 주차/방 갯수 등         ⑥ 거주 안정성/주변 치안
⑦ 생활환경(쇼핑/산책/운동 등) ⑧ 재테크 수단
⑨ 해당 지역의 이미지      ⑩ 기타(              )
 
■ 가구 월평균 소득 
 
문13. 귀댁의 총수입은 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구성원의 모
든 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만원)



■ 서울축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자 만족도

문1. 귀하는 서울시 및 구청에서 개최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 Hi! Seoul 페스티발, 청계천축제, 불꽃축제 등 )
① 있다       ② 없다 ➡ (문2로)

문1-1. 귀하는 서울에서 개최된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 (문1-2로)   ② 없다 ➡ (문1-3으로)

문1-2. 귀하는 축제에 참여하신 후 어느 정도 만족하셨는지요?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문1-3. 그렇다면, 귀하는 HI! Seoul 페스티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
까?

① 전혀모른다. ② 들어본적은 있다.
③ 행사기간을 알고 있다. ④ 참여한 적이 있다.

■ 서울 시민 고향 인식도
 
문2.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을 고향과 같이  느끼시는지요?
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이 고향이다
②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서울이 고향 같지 않다
③ 서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 같이 느껴진다
④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 사회자본
 
문3. 귀하의 가장 친한 사람은 다음 보기 중 어떤 관계의 사람인지요?가장 친

한 사람 순서대로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초등학교 친구․선후배 ② 중학교 친구․선후배  
③ 고등학교 친구․선배 ④ 대학교 친구․선후배(대학원 포함)
⑤ 동네, 이웃 친구 ⑥ 군대 선후배
⑦ 직장동료․선후배 ⑧ 친척          
⑨ 기타(             ⑩ 없다  

문4. 귀하는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임이 몇 개정도 인가요? (없는 경우는 
0개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모 임 수
동문회(동창회)        개

취미모임        개
친목회        개

지역모임(향우회)        개

기타 단체        개

■ 행복지수

문5.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
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1) 자신의 건강상태 .............................           ......(        )점 
2) 자신의 재정상태 ...................................           (        )점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           (        )점
4) 가정생활 ...............................................           (        )점
5)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    (        )점

■ 교통 이용 만족도 

문6. 귀하는 서울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수단의 쾌
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이다       만족         만족
 5-------4-------3------2-------1

1)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좌석버스 등) 

2) 지하철

3) 택시

■ 보행 환경 만족도

문7. 귀하의 주거지역 인근이나 서울 도심(시내)에서 걸어 다니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신지요?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이다        만족              만족
 5-------4-------3------2-------1

1)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 정도 

2)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 정도

■ 도시위험도 

문8.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위험을 
느끼시는지요?

2) 서울에서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두려운 생각이 드시는
지요?

3) 강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시는지요?

4) 건물, 엘리베이터 추락, 다리붕괴 등 여러 유형의 건축
물 사고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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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정도 

문9. 가정에서 불이 났을 때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무조건 밖으로 대피한다 
② 119에 연락한다
③ 가정 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끈다
④ 화장실, 목욕탕 등 가정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⑤ ‘불이야’하고 주위에 알린다

■ 환경오염 방지 

문10. 귀하는 우리사회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어느 정도 노
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노력정도를 표시해 주
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매우
 노력          노력            이다      노력하지            노력하지
 한다           한다                       않는다.              않는다.
 5-------4------3------2---------1

1)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는 일

2)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

3) 환경친화적 상품을 구입하는 일

4) 1회용품 사용의 자제

5) 물을 아껴 씀

6)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

■ 녹지 환경
문11.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녹지(공원, 숲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

까?  
① 매우 만족② 약간 만족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문화 활동

문12. 귀하는 지난 1년동안 다음과 같은 곳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이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없으면 0회 표시) (비용은 음식비 및 
교통비는 제외하며, 무료로 관람(입장)한 경우 방문횟수에는 포함되며 
비용은 제외됨.)

   

항     목
연간

방문횟수
연간 

총비용

1) 미술전시회, 미술관 회 원

2) 전통문화공간(고궁 등) 방문 
또는 전통공연(국악 등) 관람

회 원

3) 연주회, 무용, 연극 등 공연장 회 원

4) 대중음악 콘서트장 회 원

5) 영화관 회 원

6) 스포츠 경기 관람 회 원

문13. 귀하는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문화예술 교육
 
문14. 귀하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받으신 교육을 제외하고 문화, 예능,  예

술 및 교양 관련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자원봉사활동
문15.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

다면, 1년간 다음 각 분야별로 몇 번이나 참여하였으며 1회 평균 활동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활동분야
연간 

참여회수
1회 평균 
활동시간

1) 환경보전 등과 관련(마을청소, 한강 쓰레기 건져내기, 산에 
쓰레기 줍기 등)

회 시간

2) 자녀교육 등과 관련(일일교사, 교통지도, 급식보조 
등)

회 시간

3)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복지
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야학교사 등)

회 시간

4)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회 시간

■ 서울 대표 이미지 인식 
 
문16. 서울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공간(랜드마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보기에서 우선 순위대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________   2순위 : ________
① 63빌딩
② 고궁(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
③ 남대문/동대문 ④ 남산(서울타워, 한옥마을) 
⑤ 명동, 압구정 ⑥ 삼성동 코엑스, 아셈타워
⑦ 상암월드컵 공원 ⑧ 서울광장 
⑨ 서울숲  ⑩ 이태원
⑪ 인사동 ⑫ 올림픽경기장 
⑬ 청계천 ⑭ 한강(시민공원, 유람선)
⑮ 홍대앞 ⑯ 기타 (__________________)

문16-1. 서울의 관광명소 중 외국인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은? 보기에서 
우선 순위대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________   2순위 : ________

① 63빌딩
② 고궁(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
③ 남대문/동대문 ④ 남산(서울타워, 한옥마을) 
⑤ 명동, 압구정 ⑥ 삼성동 코엑스, 아셈타워
⑦ 상암월드컵 공원 ⑧ 서울광장 
⑨ 서울숲  ⑩ 이태원
⑪ 인사동 ⑫ 올림픽경기장 
⑬ 청계천 ⑭ 한강(시민공원, 유람선)
⑮ 홍대앞 ⑯ 기타 (__________________)

문17. 다음의 5가지 측면에서 서울의 현재 수준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높음         높음        이다        낮음      낮음
        5-------4-------3------2-------1

구   분 평    가

1) 문    화

2) 환    경

3) 복    지

4) 경   제

5) 시민참여 및 도시안전

문17-1. 위의 5가지 측면 중 서울의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부분
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 도시    ② 환경 도시    ③ 복지 도시     
④ 경제 도시    ⑤ 시민참여 및 도시안전



■ 한강시민공원 관련

문18. 귀하께서 평소에 한강시민 공원을 주로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만)

① 이용한 적 없다 ➡ (문19로)
② 산책과 휴식        ③ 운동     
④ 동호회/ 레저 활동    ⑤ 공연관람 등 행사 참석
⑥ 자연학습장/생태공원 방문 등 교육 목적
⑦ 기타 (                    )
 
문18-1. 귀하는 한강시민공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노후준비방법 

문19. 귀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① 준비하고 있다     ➡ (문19-1로)
② 준비(생각)하고 있지 않다 ➡ (문20으로)
 
문19-1.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 모두를 말씀

해 주십시오.

① 국민연금, 사립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② 개인연금
③ 은행 저축(적금, 예금 등)
④ 보험(종신보험, 암보험 등)   
⑤ 부동산투자
⑥ 현재 주택규모를 줄여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할 계획임
⑦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임
⑧ 기타 (                                  ) 

■ 희망하는 동거형태 
 
문20. 귀하는 나이가 들어 혼자서 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

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이오니 모든 분이 응답 )
①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
② 딸과 함께 살고 싶다
③ 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
④ 노인전용공간(실버타운 등)에서 살고 싶다
⑤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싶다
⑥ 기타 (                                  )

■ 가족생활

문21. 아래 각 항목은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
해 주십시오.

매 우       약 간         보 통      별 로        매 우
그 렇 다    그 렇 다        이 다    그 렇 지      그 렇 지
                               않 다        않 다
5-------4-------3------2-------1

1)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한다.

2) 우리 집은 물건을 사거나 여가를 즐길 때, 자녀들 위주로 결정
하는 편이다.

3) 우리 집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희생을 감수하는 
편이다. 

4) 배우자에게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 (해당자만)

5) 우리부부는 생활방식에서 공통된 가치관을 갖고있다. (해당자만) 

6)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문22. 귀하는 고민이 있을 때 가족들 중 주로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남편/아내
④ 아들/딸 ⑤ 형제/자매 ⑥ 조부모
⑦ 기타(           )

■ 일과 소비

문23. 아래 각 항목은 일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
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옮기는 것이 좋다 

2)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

3) 집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차는 있어야 한다

4)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

5)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유명상표의 제품을 산다

문24.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여행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으로 추진
해야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육아문제 해결 ② 일자리 창출
③ 취업교육 ④ 여성편의시설 확대
⑤ 도시안전 강화 ⑥ 기타(           )

■ 가치관
 
문25.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상      ② 상하       ③ 중상     ④ 중하
⑤ 하상      ⑥ 하하

문25-1. 귀하는 사회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① 아주 관심이 많다  ② 어느 정도 관심이 많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관심이 없다  ⑤ 전혀 관심이 없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문26. 아래 각 항목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
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
의 생각 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
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
요하다



■ 다민족 및 다문화 사회

문27. 귀하 자신이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① 아주 거부감이 든다  ② 다소 거부감이 든다  
③ 별로 거부감이 없다  ④ 전혀 거부감이 없다

■ 시민기부 (종교단체 기부제외) 

문28.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ARS(전화모금방식)을 이용한 기부 ➡ (문28-1로)
② 현금 직접 기부        ➡ (문28-1로)
③ 지로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송금 ➡ (문28-1로)
④ 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     ➡ (문28-1로)
⑧ 기부한 적이 없다          ➡ (문29으로 가시오) 

 문28-1. 귀하께서 직접 기부하신 금액은 지난 1년간 얼마정도 입니까? 물품
기부 시 금액으로 환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년간 기부금액 :                     원 

■ 독서율

문29. 귀하는 지난 1년동안  몇권의 책을 읽으셨습니까?
(공부나 학습을 위해 읽은 것은 제외 )

1) 소설, 역사, 예술, 종교, 철학 등의 교양서적 (___ 권)
2) 업무 관련 서적 (____ 권)      3) 잡지 (____ 권)
4) 만화           (____ 권)   5) 읽지 않음

■ 여가활동

문30. 귀하는 여가시간(주말, 휴일 등)을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주
로 하시는 것 세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독서/방송 11)독서   12)TV /라디오

컴퓨터/인터넷 21)인터넷 22)PC방 23)컴퓨터게임

레저/문화
31)공연관람 32)미술/박물관 33)영화관    34)운동
경기관람 35)음악감상   
36)비디오/DVD  37)레저/스포츠

친목/유흥
41)친구동료모임 42)음주회식 43)노래방 
44)기타

기타
51)종교활동 52)가족외식 53)요리 54)쇼핑 55)수면/
휴식 56)드라이브  57)산책  58)기타

■ 스포츠 활동 및 레저 활동비용

문31. 다음 항목 중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해본 스포츠 및 레저 활동 중 가
장 많은 시간을 보낸 부문을 우선 순위별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___   2순위: ________
① 골프 ② 낚시 ③ 등산
④ 마라톤 ⑤ 수영 ⑥ 스키
⑦ 여행 ⑧ 에어로빅⑨ 헬스
⑩ 익스트림 스포츠(인라인, 자전거 등)
⑪ 기타 (      ) ⑫ 없다

문31-1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스포츠 및 레저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은 얼마정도 됩니까?

1년간 총 지출 비용: (                )원

■ 인터넷 사용정도
 

문32. 귀하는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시는지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① 매일(주5일 이상)사용 ② 1주일에 2~3회  
③ 주1회 이하   ④ 월 1회 이하 
⑤ 사용하지는 않음➡ (문34로 가시오)

문32-1. 귀하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하루  □ ② 일주일     □ ③ 한달  □ ④ 6개월 
              평균 사용시간 : (       ) 시간 [    ]분

■ 일상생활의 인터넷 이용정도

문33. 그럼, 다음의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이용 항목 중 귀하가 해 본 경험이 있
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이메일 이용
② 온라인 예매 또는 구매 (온라인 쇼핑, 온라인 예매)
③ 온라인 금융 (인터넷 뱅킹, 주식거래)
④ 교제활동 (개인홈페이지 운영, 커뮤니티 활동)
⑤ 학습활동 (사이버교육, e러닝 등)
⑥ 매체활동 (신문, 방송, 잡지 등 매체이용 활동)
⑦ 여가활동 (게임, 음악감상, TV시청, 영화감상 등)
⑧ 전자정부활동 (정책정보검색, 세금납부, 민원신청 등)
⑨ 기타(                     )

■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문34. 귀하는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00점 만점에 (       )점

문35.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문36번부터 문38번까지는 65세 이상만 응답

(1942년 9월 30일 이전출생자 만 응답)

■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참가 형태 (65세 이상 응답) 

문36. 귀하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직장이나 모임이 있으신지요?해당되는 활동
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직장이나 특별한 모임이 없음      
① 직장 ② 노인정(경로당)  
③ 복지관, 노인교실(노인대학) ④ 자원봉사활동 기관이나 모임
⑤ 취미활동 모임 ⑥ 종교단체 모임
⑦ 시민단체, 사회단체 ⑧ 간병인
⑨ 기타 (                 )

■ 노인의 건강상태 (65세 이상 응답) 

문37. 귀하는 활동이 불편할시 누구에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순위
별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손자/손녀
④ 형제․자매 ⑤ 친척 ⑥ 친구
⑦ 복지기관 ⑧ 간병인 ⑨ 기타 (        )
⑩ 없다

■ 노인의 월평균 소득 (65세 이상 응답) 

문38. 일정한 소득이 있으실 경우,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이자소득, 
임대소득 포함, 자녀에게 받는 용돈도 포함.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월 평
균으로 말씀해 주세요 .)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⑥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⑧ 소득 없음
======================================

※ 통계처리 문항 ※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무학․중퇴포함)
②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            
④ 대학(전문대)졸업(재학, 중퇴포함)          
⑤ 대학교졸업(재학, 중퇴 포함)
⑥ 대학원수료/졸업(재학, 중퇴포함)

DQ2. 귀하께서 서울에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서울에 사신 총 거
주기간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사로 인한 타지역 거주기간은 제외)
서울 거주기간 : 약 _____________년 

DQ3. 귀하는 언제부터 서울에 사셨습니까? 처음 사시게 된 때를 말씀 해 주
십시오.

① 조부모 세대 혹은 그 이전부터
② 부모 세대부터
③ 부모와 같이 이사 와서 현재 까지
④ 나의 세대에서부터(혹은 나 혼자서만)

D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직 및 준 전문가     ④ 사무종사자
⑤ 서비스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⑧ 기능직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⑩ 단순노무종사자     ⑪ 학생
⑫ 주부 ⑬ 무직     ⑭ 기타 (     )

■ 통근/통학 여부

DQ5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① 통학을 한다 ➡ (DQ5-1로)
② 통근을 한다 ➡ (DQ5-1로)
③ 통근이나 통학을 하지 않는다 ➡ (면접종료)

DQ5-1. 귀하는 어디로 통근 또는 통학하십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동 내    
②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

③ 다른 구   ➡ (                구)
④ 다른 시도 ➡ (              시․도)

DQ5-2. 그럼,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승용차 ② 버스(버스 간 환승포함)
③ 지하철(철도) ④ 택시 
⑤ 오토바이 ⑦ 승용차 + 버스
⑧ 승용차 + 지하철 ⑨ 버스 + 지하철       
⑩ 도보 ⑪ 자전거
⑫ 자전거 + 기타 교통수단(구체적으로 _________)
⑬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 ) 
 
DQ5-3. 그렇다면, 귀하가 출근/등교 할 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

지요? 
출근/등교시간 : _________ 시간 ____________ 분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가구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난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전체 가구원수 15세이상 가구원수 조사원코드

□□□□□ □□□-□□□ □□ □□ □□□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10월『서울서베이(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의 생활이나 살림살이를 비롯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서울시가 시민 서비스 중심의 인류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
니다.

본 설문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정부승인통계이며,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
에는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만 15세 이상(1993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은 빠짐없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중심의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수행기관 (주)월드리서치 (02)583-5371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02) 3488-2758

가구주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면접원 성명

조 사 일 시 2008년____월____일 ____시 _____분부터 ______분 동안 조 사 표 본 ① 원표본(a) ② 대체표본(b)

주 택 형 태 ①아파트 ②연립주택/빌라 ③다세대주택 ④단독주택(다가구포함) ⑤기타(오피스텔, 상가내거처등)

주거점유형태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무상및기타

코드
만15세 이상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1참조)
성별 출생 년도

혼인상태
(보기2참조)

종교
(보기3참조)

면접여부
(보기4참조)

면접가능
일자

개인 연락처

01 ① 가구주 ①남 ②여 19

02 ①남 ②여 19

03 ①남 ②여 19

04 ①남 ②여 19

05 ①남 ②여 19

06 ①남 ②여 19

※ 만 15세 이상 가구원 : 1993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보기1)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2) 혼인상태 (보기3) 종교 (보기4) 면접여부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⑤ 손자․녀 및 배우자

⑥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⑦ 조부모

⑧ 미혼형제, 자매

⑨ 기타 ( _________ )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별거  

④ 사별

① 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기타

⑥ 없다

① 조사완료
② 단기 출장/부재
③ 장기 출장/부재
④ 타 지역거주
⑤ 군입대/유학 등
⑥ 기타

서  울  특  별  시

정부승인
마크

승인번호
제 20111 호



■ 음용 식수

문1. 귀댁에서는 마시는 물로 주로 어떤 물을 드십니까? (1개만 )

①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②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

③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 ④ 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신다

⑤ 약수, 지하수를 마신다 ⑥ 기타( )

■ 정보통신기기 보유대수

문2. 귀댁에서는 다음의 정보통신기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구분 컴퓨터
(노트북포함)

휴대폰 초고속통신망

보유 대 대 ○ / X

■ 통신비지출

문3. 귀댁에서 지출하시는 월 평균 통신비용은 얼마입니까? 

    (통신비에는 유선전화 및 무선전화 이용료, 초고속인터넷 

이용료 등이 포함되며, 기기할부금은 제외합니다) 

( 원)

■ 생활환경 만족도

문4.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2) 경제환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3)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4)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 가사노동 분담 정도

문5. 귀댁에서는 집안일(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신지요?  

    (예 : 집안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노인 및 어린이 돌보기 등) 

① 주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② 주부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③ 주부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

④ 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⑥ 비해당 (1인가구, 미혼가구, 동성으로 구성된 가구 등)

■ 아동보육 및 자녀 교육

문6. 귀댁에는 현재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 문6-1로 )  ② 없다 ➡ ( 문7로 )

문6-1.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시설에 보내십니까? 그

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

자녀구분
출생년도 성 별

보육
방법
(보기1)

보육
시설
(보기2)

보육시설
만족도
(보기3)

1        년 ①남 ②여

2        년 ①남 ②여

3        년 ①남 ②여

4        년 ①남 ②여

문6-1. 보기(1) 보육방법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 ②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본다
③ 친인척 외에 개인에게 맡긴다 ④ 놀이방등의보육시설에보낸다
⑤ 유치원에 보낸다 ⑥ 기타( )

※미취학자녀보육방법에서④⑤에응답한경우만

응답

(시설이나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문6-1. 보기(2) 보육시설 문6-1. 보기(3) 보육시설 만족도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개인(어린이집)
④ 개인(가정보육시설: 놀이방)
⑤ 직장
⑥ 공동육아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주택

문7. 귀하(댁)는 5년 이내(2013년) 이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이사계획이 있다 ➡ ( 문7-1로 )

② 이사계획이 없다 ➡ ( 문8로 )

 문7-1.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지역(한강이남) ② 서울지역(한강이북)

③ 서울 이외 수도권 ④ 그 외 지역



■ 거주지 선택시 고려요인

문8. 거주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
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경제적 여건 ② 교육환경

③ 주변여건(위치/교통 등) ④ 자녀육아 및 양육

⑤ 주차/방 갯수 등 ⑥ 거주 안정성/주변 치안

⑦ 생활환경(쇼핑/산책/운동 등) ⑧ 재테크 수단

⑨ 해당 지역의 이미지 ⑩ 기타( )

■ 재정 및 부채

문9. 현재 귀댁의 재테크 유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금융기관 예금(적금 등 포함) ② 주식 투자

③ 간접투자상품(펀드) ④ 부동산

⑤ 기타( ) ⑥ 없다

문10. 귀댁에 부채가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택 임차 및 구입

②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③ 의료비

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⑤ 재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

⑥ 기타( )

⑦ 없다

문11. 갑자기 물가가 많이 오른다면 귀댁에서는 가장 먼저 어떤 지출 

항목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

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  (세 번째 :        ) 

① 교육비 ② 교통비

③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비 ④ 오락.문화비

⑤ 음식.숙박비 ⑥ 의류 및 신발비

⑦ 의료.보건비 ⑧ 전월세 및 수도광열비

⑨ 주류 및 담배비 ⑩ 통신비

⑪ 가계시설 및 운영비 ⑫ 기타( )

■ 가구 월평균 소득

문12. 귀댁의 총수입은 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만원)



■ 서울축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자 만족도

문1. 귀하는 서울시 및 구청에서 개최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 Hi! Seoul 페스티발, 청계천축제, 불꽃축제 등 )

① 있다 ② 없다 ➡ (문2로)

문1-1. 귀하는 서울에서 개최된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 (문1-2로) ② 없다 ➡ (문1-3으로)

문1-2. 귀하는 축제에 참여하신 후 어느 정도 만족하셨는지요?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문1-3. 그렇다면, 귀하는 하이! 서울 페스티발(HI! Seoul 페스티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 본적은 있다.

③ 행사기간을 알고 있다. ④ 참여한 적이 있다.

■ 서울 시민 고향 인식도
문2.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을 고향과 같이  느끼시

는지요?

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이 고향이다

②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서울이 고향 같지 않다

③ 서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 같이

느껴진다

④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 사회자본

문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친목회/친목계 ② 동창회/동창모임

③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④ 인터넷 커뮤니티

⑤ 각종 동호회 ⑥ 자원봉사단체

⑦ 시민운동단체 ⑧ 노조 및 직능 단체

⑨ 정당 ⑩ 종교단체

⑪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  참여한 적 없다

■ 행복지수
문4.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
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1) 자신의건강상태.................................................( )점

2) 자신의재정상태.................................................( )점

3) 주위친지, 친구와의관계......................................( )점

4) 가정생활..........................................................( )점

5)사회생활(직장,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 )점

■ 도시위험도

문5.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위험을 느끼시는지요?

2) 서울에서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두려운 생각이
드시는지요?

3) 강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시는지요?

4) 건물, 엘리베이터 추락, 다리붕괴 등 여러 유형의
건축물 사고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시는지요?

■ 환경

문6. 귀하는 개인적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음 중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세부 항목별로 
생활 속에서 실천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실천

어느 정도 
실천

별로 실천 
안함

전혀 실천 
안함

해당사항 
없음

     4--------3--------2--------1          9

1)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2) 자가용 이용 자제, 대중교통 자주 이용

3) 자가용 이용시 공회전 줄이고 경제속도 준수

4) 재활용되는 상품을 먼저 구입

5)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 생활화

(절전, 절수 등을 생활 속에 실천)

200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 - 가구원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가구원 코드 출생년도 성   명

□□□□□ □□□-□□□ □□ □□□□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수행기관 (주)월드리서치 (02)583-2482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02) 3488-2784

정부승인
마크

승인번호
제 20111 호



문7.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은 1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 항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좋아졌다

약간 
좋아졌다 

변화없다 약간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

     5--------4--------3--------2--------1

1) 대기 환경

2) 수질 환경

3) 소음 환경

문8.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녹지(공원, 숲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문화 활동

문9. 귀하는 지난 1년동안 다음과 같은 곳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이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없으면 0회 표시)

     (비용은 음식비 및 교통비는 제외하며, 무료로 관람(입장)한 경우

     방문횟수에는 포함되며 비용은 제외됨.)

   
항     목 연간방문횟수 연간 총비용

1) 전통문화공간(고궁 등) 방문
또는 전통공연(국악 등) 관
람

회 원

2) 박물관 회 원

3) 미술전시회, 미술관 회 원

4) 연주회, 무용, 연극등공연장 회 원

5) 대중음악 콘서트장 회 원

6) 영화관 회 원

7) 스포츠 경기 관람 회 원

문10. 귀하는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평생교육

문11. 귀하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받으신 교육을 제외하고 문화, 예능, 예술 

및 교양 관련한 다음의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받아 보신 

적이 있는 항목을 모두 골라 주세요.

①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

② 학원, 사회(평생)교육원 수강

③ 지역 문화 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 강좌 수강

④ TV 및 인터넷 학습 강좌 수강

⑤ 스터디클럽, 개인과외 등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⑨ 받아 본 적 없다

 문11-1. 귀하는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과정의 

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순서에 따라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컴퓨터 관련 교육 ② 전통기능, 전통문화 관련 교육

③ 일반기술직업교육 ④ 어학 관련 교육

⑤ 취미, 문화, 교양, 여가선용 관련 교육

⑥ 사회봉사 관련 교육

⑦ 정규교육 과정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⑨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

■ 자원봉사활동

문12.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1년간 다음 각 분야별로 몇 번이나 참여하셨습니까?

활동분아 연간 참여회수

1) 환경보전 등과 관련(마을청소, 한강 쓰레기
건져내기, 산에 쓰레기 줍기 등) 회

2) 자녀교육 등과 관련(일일교사, 교통지도,
급식보조 등) 회

3)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 등
과
관련(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야학교사등)

회

4)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회

■ 서울 대표 이미지 인식

문13. 서울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공간(랜드마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서 우선 순위대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________   2순위 : ________

① 고궁, 종묘 ②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③ 남산, 인왕산, 북한산 ④ 남산 한옥마을

⑤ 삼성동 코엑스몰, 아셈타워 ⑥ 서울숲

⑦ 서울광장(시청앞 잔디광장) ⑧ 올림픽경기장/공원

⑨ 월드컵 경기장 ⑩ 63빌딩

⑪ 이태원 ⑫ 인사동

⑬ 청계천 ⑭ 패션거리(압구정동, 명동)

⑮ 한강, 한강시민공원 ⑯ 홍대 앞 클럽

⑰ 기타( )

■ 한강시민공원 관련

문14. 귀하께서 평소에 한강시민 공원을 주로 찾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1개만)

① 이용한 적 없다 ➡ (문15로)

② 산책과 휴식 ③ 운동 ④ 동호회/ 레저 활동

⑤ 공연관람 등 행사 참석

⑥ 자연학습장/생태공원 방문 등 교육 목적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문14-1. 귀하는 한강시민공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노후준비방법

문15. 귀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① 준비하고 있다 ➡ (문15-1로)

② 준비(생각)하고 있지 않다 ➡ (문16로)



문15-1.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것입
니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국민연금, 사립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② 개인연금
③ 은행 저축(적금, 예금, 주식, 펀드 등)
④ 보험(종신보험, 암보험 등)
⑤ 부동산투자
⑥ 현재 주택규모를 줄여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할 계획임
⑦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임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 희망하는 동거형태

문16. 귀하는 나이가 들어 혼자서 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이오니 모든 분이 응답 )

①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

② 딸과 함께 살고 싶다

③ 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

④ 노인전용공간(실버타운 등)에서 살고 싶다

⑤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싶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 가족생활

문17. 아래 각 항목은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입니
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한다.

2) 우리 집은 물건을 사거나 여가를 즐길 때, 자녀들
위주로 결정하는 편이다.

3) 우리 집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희생
을
감수하는 편이다.

4) 배우자에게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 (해당자만)

5) 우리부부는 생활방식에서 공통된 가치관을 갖고 있
다.
(해당자만)

6)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문18. 귀하는 고민이 있을 때 가족들 중 주로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남편/아내

④ 아들/딸 ⑤ 형제/자매 ⑥ 조부모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⑧ 가족과 의논하지 않는다

■ 일과 소비

문19. 아래 각 항목은 일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옮기는 것이 좋다

2) 수입을위해일을더하기보다는여가시간을갖고싶다

3) 집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차는 있어야 한다

4)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

5)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유명상표의 제품을 산다

■ 가치관

문20.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문21. 아래 각 항목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다민족 및 다문화 사회

문22. 귀하 자신이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거부감이 든다 ② 다소 거부감이 든다

③ 별로 거부감이 없다 ④ 전혀 거부감이 없다

■ 시민기부 (종교단체 기부제외) 

문23.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ARS(전화모금방식)을 이용한 기부

② 현금 직접 기부

③ 지로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송금

④ 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

⑧ 기부한 적이 없다



■ 독서율

문24. 귀하는 지난 1년동안  몇 권의 책을 읽으셨습니까?
(공부나 학습을 위해 읽은 것은 제외 )

1) 소설, 역사, 예술, 종교, 철학 등의 교양서적 (______ 권)

2) 업무 관련 서적 (_______ 권) 3) 잡지 (______ 권)

4) 만화 (_______ 권) 5) 읽지 않음

■ 인터넷 사용정도

문25. 귀하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응답하기 편한 단위를 선택하여 평균 사용 시간 기록)

단위 평균 사용 시간

① 하루에

(       ) 시간 [    ]분② 일주일에

③ 한달에

④ 사용하지 않는다

■ TV 시청정도

문26. 귀하가 TV시청을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응답하기 편한 단위를 선택하여 평균 사용 시간 기록)

단위 평균 사용 시간

① 하루에

(       ) 시간 [    ]분② 일주일에

③ 한달에

④ 시청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의 인터넷 이용정도

문27. 그럼, 다음의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이용 항목 중 귀하가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이메일 이용

② 온라인 예매 또는 구매 (온라인 쇼핑, 온라인 예매)

③ 온라인 금융 (인터넷 뱅킹, 주식거래)

④ 교제활동 (동호회,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활동)

⑤ 학습활동 (사이버교육, e러닝 등)

⑥ 매체활동 (뉴스 보기 및 새로운 소식 알기, 신문/잡지 등)

⑦ 여가활동 (게임, 음악감상, TV시청, 영화감상 등)

⑧ 전자정부활동 (정책정보검색, 세금납부, 민원신청 등)

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경험한 적 없음

■ 사이버피해

문28. 지난 1년 동안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명예훼손, 사기, 
해킹 등의 사이버피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개인정보 침해 ② 명예훼손

③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 ④ 사기, 공갈스팸(보이스 피싱)

⑤ 스팸 ⑥ 스토킹

⑦ 폭행, 협박 ⑧ 해킹, 바이러스 유포

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경험한 적 없음

■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문29. 귀하는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00점 만점에 (       )점

문30.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
니까? 

⑤ 매우 그렇다 ④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통근/통학 여부

문31.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① 통학을 한다 ➡ (문31-1로)

② 통근을 한다 ➡ (문31-1로)

③ 통근이나 통학을 하지 않는다 ➡ (문32로)

 문31-1. 귀하는 어디로 통근 또는 통학하십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동 내

②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

③ 다른 구 ➡ (                구)

④ 다른 시도 ➡ (              시․도)

 문31-2. 그럼,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자전거 + 기타 교통수단(구체적으로 :_________)
④ 오토바이
⑤ 버스(버스 간 환승포함)
⑥ 지하철(철도)
⑦ 버스 + 지하철
⑧ 택시
⑨ 승용차
⑩ 승용차 + 버스
⑪ 승용차 + 지하철
⑫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 )

 

 문31-3. 그렇다면, 귀하가 출근/등교 할 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출근/등교시간 : _________ 시간 ____________ 분

■ 보행 환경 만족도

문32. 귀하의 주거지역 인근이나 서울 도심(시내)에서 걸어 다니
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신지요?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 정도

2)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 정도

■ 교통 이용 만족도
문33. 귀하는 서울시의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

마나 만족 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⑨ 해당사항 없음



문34. 귀하는 서울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
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이용하지 
않음
9

1)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좌석버스 등)

2) 지하철

3) 택시

■ 비상시 행동요령

문35. 가정에서 불이 났을 때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가장 먼저 해
야 할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무조건 밖으로 대피한다

② 119에 연락한다

③ 가정 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끈다

④ 화장실, 목욕탕 등 가정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⑤ ‘불이야’하고 주위에 알린다

============================================

※문36번부터 문38번까지는 65세 이상만 응답

(1943년 9월 30일 이전출생자 만 응답)

■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참가 형태

(65세 이상 응답)

문36. 귀하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직장이나 모임이 

있으신지요? 해당되는 활동을 모두 말씀해 주

십시오.

① 직장 ② 노인정(경로당)

③ 복지관, 노인교실(노인대학)

④ 자원봉사활동 기관이나 모임

⑤ 취미활동 모임 ⑥ 종교단체 모임

⑦ 시민단체, 사회단체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 

⑨ 직장이나 특별한 모임이 없음

■ 노인의 건강상태 (65세 이상 응답)

문37. 귀하는 지난 1년간 본인의 건강을 위한 예방 접종이나 

정기 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 지난 1

년간 받으신 횟수를 말씀해 주세요.

① 예방 접종 : 지난 1년간 _____ 회

② 건강 검진 : 지난 1년간 _____ 회

■ 노인의 월평균 소득 (65세 이상 응답)

문38. 일정한 소득이 있으실 경우, 월평균 소득은 어

느 정도입니까? (이자소득, 임대소득 포함, 자

녀에게 받는 용돈도 포함. 정기적이든, 비정기

적이든 월 평균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⑥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⑧ 소득 없음

=============================================

※ 통계처리 문항 ※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무학․중퇴포함)

②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

④ 대학(전문대)졸업(재학, 중퇴포함)

⑤ 대학교졸업(재학, 중퇴 포함)

⑥ 대학원수료/졸업(재학, 중퇴포함)

DQ2. 귀하께서 서울에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서울에 사신

      총 거주기간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사로 인한 타지역 거주기간은 제외)

          서울 거주기간 : 약 _____________년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직 및 준 전문가 ④ 사무종사자

⑤ 서비스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⑧ 기능직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⑩ 단순노무종사자 ⑪ 학생

⑫ 주부 ⑬ 무직 ⑭ 기타 ( )

 DQ3-1.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현재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9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가구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전체 가구원수 15세이상 가구원수 조사원코드

□□□□□ □□□-□□□ □□ □□ □□□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10월『서울서베이(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의 생활이나 살림살이를 비롯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서울시가 시민서비스 중심의 일류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
다.

본 설문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정부승인통계이며,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
에는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만 15세 이상(1994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은 빠짐없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중심의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수행기관 (주)월드리서치 (02)583-2482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02) 3488-2784

가구주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면접원 성명

조 사 일 시 2009년____월____일 ____시 _____분부터 ______분 동안 조 사 표 본 ① 원표본(a) ② 대체표본(b)

주 택 형 태 ①단독주택(다가구포함) ②아파트 ③다세대주택 ④연립주택/빌라 ⑤기타(오피스텔, 상가내 거처 등)

주거점유형태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무상 및 기타

코드
만15세 이상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1참조)
성별 출생 년도

혼인상태
(보기2참조)

종교
(보기3참조)

면접여부
(보기4참조)

면접가능
일자

개인 연락처

01 ① 가구주 ①남 ②여 19

02 ①남 ②여 19

03 ①남 ②여 19

04 ①남 ②여 19

05 ①남 ②여 19

06 ①남 ②여 19

※ 만 15세 이상 가구원 : 1994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보기1)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2) 혼인상태 (보기3) 종교 (보기4) 면접여부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⑤ 손자․녀 및 배우자

⑥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⑦ 조부모

⑧ 미혼형제, 자매

⑨ 기타 ( _________ )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별거  

④ 사별

① 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기타

⑥ 없다

① 조사완료
② 단기 출장/부재
③ 장기 출장/부재
④ 타 지역거주
⑤ 군입대/유학 등
⑥ 기타

서  울  특  별  시

정부승인
마크

승인번호
제 20111 호



■ 음용 식수

문1. 귀댁에서는 마시는 물로 주로 어떤 물을 드십니까? (1개만 )

①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②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

③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 ④ 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신다

⑤ 약수, 지하수를 마신다 ⑥ 기타( )

■ 정보통신기기 보유대수

문2. 귀댁에서는 다음의 정보통신기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구분 컴퓨터
(노트북포함)

휴대폰

보유 대 대

■ 생활환경 만족도

문3.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2) 경제환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3)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4)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 가사노동 분담 정도

문4. 귀댁에서는 집안일(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신지요?  

    (예 : 집안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노인 및 어린이 돌보기 등) 

① 주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② 주부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③ 주부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

④ 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⑥ 비해당 (1인가구, 미혼가구, 동성으로 구성된 가구 등)

■ 아동보육 및 자녀 교육

문5. 귀댁에는 현재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 문5-1로 )  ② 없다 ➡ ( 문6으로 )

문5-1.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시설에 보내십니까? 그

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

자녀구분
출생년도 성 별

보육
방법
(보기1)

보육
시설
(보기2)

보육시설
만족도
(보기3)

1        년 ①남 ②여

2        년 ①남 ②여

3        년 ①남 ②여

4        년 ①남 ②여

문5-1. 보기(1) 보육방법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 ②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본다
③ 친인척 외에 개인에게 맡긴다 ④ 놀이방 등의 보육시설에 보낸다
⑤ 유치원에 보낸다 ⑥ 기타( )

※미취학자녀보육방법에서④⑤에응답한경우만

응답

(시설이나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문5-1. 보기(2) 보육시설 문5-1. 보기(3) 보육시설 만족도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개인(어린이집)
④ 개인(가정보육시설: 놀이방)
⑤ 직장
⑥ 공동육아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문6. 귀댁에는 현재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 문6-1로 )  ② 없다 ➡ ( 문7로 )

 문6-1. 현재 귀댁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공교육 환경(교육비, 교육 수준 등)

2) 사교육 환경(교육비, 교육 수준 등)

■ 주택

문7. 귀하(댁)는 5년 이내(2013년) 이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이사계획이 있다 ➡ ( 문7-1로 )

② 이사계획이 없다 ➡ ( 문8로 )

 문7-1.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지역(한강이남) ② 서울지역(한강이북)

③ 서울 이외 수도권 ④ 그 외 지역



■ 거주지 선택시 고려요인

문8. 거주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
     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경제적 여건 ② 교육환경

③ 주변여건(위치/교통 등) ④ 자녀육아 및 양육

⑤ 주차/방 갯수 등 ⑥ 거주 안정성/주변 치안

⑦ 생활환경(쇼핑/산책/운동 등) ⑧ 재테크 수단

⑨ 해당 지역의 이미지 ⑩ 기타( )

■ 재정 및 부채

문9. 현재 귀댁의 재테크 유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금융기관 예금(적금 등 포함) ② 주식 투자

③ 간접투자상품(펀드) ④ 부동산

⑤ 기타( ) ⑥ 없다

문10. 귀댁에 부채가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택 임차 및 구입

②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③ 의료비

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⑤ 재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

⑥ 기타( )

⑦ 없다

■ 가구 월평균 소득

문11. 귀댁의 총수입은 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만원)



■ 서울축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자 만족도

문1. 귀하는 서울시 및 구청에서 개최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 Hi! Seoul 페스티발, 청계천축제, 불꽃축제 등 )

① 있다 ② 없다 ➡ (문2로)

 문1-1. 귀하는 서울에서 개최된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 (문1-2로) ② 없다 ➡ (문1-3으로)

 문1-2. 귀하는 축제에 참여하신 후 어느 정도 만족하셨는지요?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문1-3. 그렇다면, 귀하는 하이! 서울 페스티발(HI! Seoul 페스티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 본적은 있다

③ 행사기간을 알고 있다 ④ 참여한 적이 있다

■ 서울 시민 고향 인식도
문2.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이 고향과 같이  느끼시는지요?

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이 고향이다

②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서울이 고향 같지 않다

③ 서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 같이

느껴진다

④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 사회자본

문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친목회/친목계 ② 동창회/동창모임

③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④ 인터넷 커뮤니티

⑤ 각종 동호회 ⑥ 자원봉사단체

⑦ 시민운동단체 ⑧ 노조 및 직능 단체

⑨ 정당 ⑩ 종교단체

⑪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 ⑫ 참여한 적 없다

■ 행복지수
문4.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1) 자신의건강상태.................................................( )점

2) 자신의재정상태.................................................( )점

3) 주위친지, 친구와의관계......................................( )점

4) 가정생활..........................................................( )점

5)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 )점

■ 도시위험도

문5.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위험을 느끼시는지요?

2) 서울에서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두려운 생각이
드시는지요?

3) 강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시는지요?

4) 건물, 엘리베이터 추락, 다리붕괴 등 여러 유형의
건축물 사고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시는지요?

■ 식품

문6. 귀하께서는 다음의 먹거리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매우           안전           안전하지         전혀    
 안전하다         하다             않다       안전하지않다
    4------------3------------2------------1

1) 채소/과일류

2) 육류

3) 어패류

4) 유제품

5) 가공식품류

문7. 식품 구입 시 귀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은 무엇입
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유통기한/생산시기 ② 원산지

③ 영양표시 ④ 사용된 원료

⑤ 보관방법 ⑥ 제조원

⑦ 가격 ⑧ 기타( )

■ 환경

문8.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녹지(공원, 숲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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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활동

문9.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곳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이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없으면 0회 표시)

     (비용은 음식비 및 교통비는 제외하며, 무료로 관람(입장)한 경우

     방문횟수에는 포함되며 비용은 제외됨.)

   
항     목 연간방문횟수 연간 총비용

1) 전통문화공간(고궁 등) 방문
또는 전통공연(국악 등) 관람

회 원

2) 박물관 회 원

3) 미술전시회, 미술관 회 원

4) 연주회, 무용, 연극등 공연장 회 원

5) 대중음악 콘서트장 회 원

6) 영화관 회 원

7) 스포츠 경기 관람 회 원

문10. 귀하는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평생교육

문11. 귀하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받으신 교육을 제외하고 문화, 예능, 예술 

및 교양 관련한 다음의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받아 보신 

적이 있는 항목을 모두 골라 주세요.

①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

② 학원, 사회(평생)교육원 수강

③ 지역 문화 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 강좌 수강

④ TV 및 인터넷 학습 강좌 수강

⑤ 스터디클럽, 개인과외 등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⑦ 받아 본 적 없다

 문11-1. 귀하는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과정

의 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순서에 따라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컴퓨터 관련 교육 ② 전통기능, 전통문화 관련 교육

③ 일반기술직업교육 ④ 어학 관련 교육

⑤ 취미, 문화, 교양, 여가선용 관련 교육

⑥ 사회봉사 관련 교육

⑦ 정규교육 과정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⑨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

■ 자원봉사활동

문12.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1년간 다음 각 분야별로 몇 번이나 참여하셨습니까?

활동분아 연간 참여회수

1) 환경보전 등과 관련(마을청소, 한강 쓰레기
건져내기, 산에 쓰레기 줍기 등) 회

2) 자녀교육 등과 관련(일일교사, 교통지도,
급식보조 등) 회

3)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 등과
관련(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야학교사 등) 회

4) 기타 자원봉사 활동 회

■ 시민기부 (종교단체 기부제외) 

문13.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ARS(전화모금방식)을 이용한 기부

② 현금 직접 기부

③ 지로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송금

④ 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

⑤ 기부한 적이 없다

■ 한강시민공원 관련

문14. 귀하께서 평소에 한강시민 공원을 주로 찾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1개만)

① 이용한 적 없다 ➡ (문15로)

② 산책과 휴식 ③ 운동 ④ 동호회/ 레저 활동

⑤ 공연관람 등 행사 참석

⑥ 자연학습장/생태공원 방문 등 교육 목적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문14-1. 귀하는 한강시민공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노후준비방법

문15. 귀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① 준비하고 있다 ➡ (문15-1로)

② 준비(생각)하고 있지 않다 ➡ (문16으로)

 문15-1.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것입

니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국민연금, 사립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② 개인연금
③ 은행 저축(적금, 예금, 주식, 펀드 등)
④ 보험(종신보험, 암보험 등)
⑤ 부동산투자
⑥ 현재 주택규모를 줄여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할 계획임
⑦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임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 희망하는 동거형태

문16. 귀하는 나이가 들어 혼자서 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이오니 모든 분이 응답 )

①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

② 딸과 함께 살고 싶다

③ 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

④ 노인전용공간(실버타운 등)에서 살고 싶다

⑤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싶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 가족생활

문17. 아래 각 항목은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입니
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한다.

2) 우리 집은 물건을 사거나 여가를 즐길 때, 자녀들
위주로 결정하는 편이다.

3) 우리 집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희생을
감수하는 편이다.

4) 배우자에게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 (해당자만)

5) 우리부부는 생활방식에서 공통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해당자만)

6)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문18. 귀하는 고민이 있을 때 가족들 중 주로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남편/아내

④ 아들/딸 ⑤ 형제/자매 ⑥ 조부모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⑧ 가족과 의논하지 않는다

■ 일과 소비

문19. 아래 각 항목은 일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옮기는 것이 좋다

2) 수입을 위해 일을더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갖고싶다

3) 집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차는 있어야 한다

4)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

5)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유명상표의 제품을 산다

■ 가치관

문20.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문21. 아래 각 항목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 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다민족 및 다문화 사회

문22. 귀하 자신이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거부감이 든다 ② 다소 거부감이 든다

③ 별로 거부감이 없다 ④ 전혀 거부감이 없다

문23. 아래 각 항목은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정책이필요

하다

2)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가필요하다

3) 이민자들이많아지면나의 일자리를빼앗길것같다

■ 인터넷 사용정도

문24 귀하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응답하기 편한 단위를 선택하여 평균 사용 시간 기록)

단위 평균 사용 시간

① 하루에

(       ) 시간 [    ]분② 일주일에

③ 한달에

④ 사용하지 않는다

■ TV 시청정도

문25. 귀하가 TV시청을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응답하기 편한 단위를 선택하여 평균 사용 시간 기록)

단위 평균 사용 시간

① 하루에

(       ) 시간 [    ]분② 일주일에

③ 한달에

④ 시청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의 인터넷 이용정도

문26. 그럼, 다음의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이용 항목 중 귀하가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이메일 이용

② 온라인 예매 또는 구매 (온라인 쇼핑, 온라인 예매)

③ 온라인 금융 (인터넷 뱅킹, 주식거래)

④ 교제활동 (동호회,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활동)

⑤ 학습활동 (사이버교육, e러닝 등)

⑥ 매체활동 (뉴스 보기 및 새로운 소식 알기, 신문/잡지 등)

⑦ 여가활동 (게임, 음악감상, TV시청, 영화감상 등)

⑧ 전자정부활동 (정책정보검색, 세금납부, 민원신청 등)

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⑩ 경험한 적 없음

 (⑤, ⑥, ⑦ 응답자는 문26-1로 갈 것)

■ 온라인 컨텐츠 이용 여부

  문26-1. 귀하께서 지난 1년동안  이용해 보신 온라인 컨텐츠는 주
로 어떤 것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TV, 라디오 ② 신문(뉴스)/잡지 기사

③ 영화/동영상 ④ 음악

⑤ 만화/플래시 ⑥ 전자 책, 논문

⑦ 게임 ⑧ 사이버교육(e러닝)

⑨ 기타( ) ⑩ 이용한 적 없음

■ 사이버피해

문27. 지난 1년 동안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명예훼손, 사기, 
해킹 등의 사이버피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개인정보 침해 ② 명예훼손

③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 ④ 사기, 공갈스팸(보이스 피싱)

⑤ 스팸 ⑥ 스토킹

⑦ 폭행, 협박 ⑧ 해킹, 바이러스 유포

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⑩ 경험한 적 없음

■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문28. 귀하는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00점 만점에 (             )점

문29.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
니까? 

⑤ 매우 그렇다 ④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① 전혀 그렇지 않다

■ 통근/통학 여부

문30.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① 통학을 한다 ➡ (문30-1로)

② 통근을 한다 ➡ (문30-1로)

③ 통근이나 통학을 하지 않는다 ➡ (문31로)

 문30-1. 귀하는 어디로 통근 또는 통학하십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동 내

②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

③ 다른 구 ➡ (                구)

④ 다른 시도 ➡ (              시․도)

문30-2. 그럼,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자전거 + 기타 교통수단(구체적으로 :_________)
④ 오토바이
⑤ 버스(버스 간 환승포함)
⑥ 지하철(철도)
⑦ 버스 + 지하철
⑧ 택시
⑨ 승용차
⑩ 승용차 + 버스
⑪ 승용차 + 지하철
⑫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 )

 

 문30-3. 그렇다면, 귀하가 출근/등교 할 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출근/등교시간 : _________ 시간 ____________ 분

■ 보행 환경 만족도

문31. 귀하의 주거지역 인근이나 서울 도심(시내)에서 걸어 다니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신지요?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 정도

2)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 정도

■ 자전거 이용 행태

문32. 귀하는 현재 자전거를 이용 하고 계십니까?

① 이동(출퇴근, 장보기, 업무 등) 수단으로 이용 ➡ (문32-1로)

② 운동(레저 등) 수단으로 이용 ➡ (문32-1로)

③ 이용하지 않음 ➡ (문33으로)

  문32-1. 귀하는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교통 이용 만족도

문33. 귀하는 서울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이용하지 
않음
9

1)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좌석버스 등)

2) 지하철

3) 택시

■ 규칙적인 운동 실천자 비율

문34. 귀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니까? ( 1회 20분이상 )

①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② 주 1-2회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③ 규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운동을 한다

④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 (문34-1로)



  문34-1.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운동을 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② 함께 운동을 할 사람이 없어서

③ 운동을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④ 운동을 싫어해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 )

■ 다이어트

문35. 귀하는 평소 자신의 체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말랐다 ② 다소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뚱뚱한 편이다

⑤ 매우 뚱뚱하다

문36.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이어트(체중조절)를 해 본적 있으십니까?

① 있다 ➡ ( 문36-1로 )

② 없다 ➡ ( 문37로 )

  문36-1.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다이어트를 시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만족을 위해 ② 예쁘게 보이려고

③ 건강을 위해 ④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⑤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⑥ 기타( )

  문36-2.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그렇다면 귀하가 사용한 

다이어트 방법은 어떤 것인지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단식 ② 운동

③ 식이요법 ④ 한방 식품(약) 복용

⑤ 한방외 식품(약) 복용 ⑥ 수술/시술

⑦ 기타( )

==============================================
※문37번부터 문39번까지는 65세 이상만 응답

(1944년 9월 30일 이전출생자 만 응답)

■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참가 형태

(65세 이상 응답)

문37. 귀하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직장이나 모임이 

있으신지요? 해당되는 활동을 모두 말씀해 주

십시오.

① 직장 ② 노인정(경로당)

③ 복지관, 노인교실(노인대학)

④ 자원봉사활동 기관이나 모임

⑤ 취미활동 모임 ⑥ 종교단체 모임

⑦ 시민단체, 사회단체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 

⑨ 직장이나 특별한 모임이 없음

■ 노인의 건강상태 (65세 이상 응답)

문38. 귀하는 지난 1년간 본인의 건강을 위한 예방 접종이

나 정기 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 

지난 1년간 받으신 횟수를 말씀해 주세요.

      (없는 경우 0회)

① 예방 접종 : 지난 1년간 _____ 회

② 건강 검진 : 지난 1년간 _____ 회

■ 노인의 월평균 소득 (65세 이상 응답)

문39. 일정한 소득이 있으실 경우, 월평균 소득은 어

느 정도입니까? (이자소득, 임대소득 포함, 자

녀에게 받는 용돈도 포함. 정기적이든, 비정기

적이든 월 평균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⑥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⑧ 소득 없음➡ (DQ1로)

  문39-1. 그렇다면, 소득 중 의료비로 월평균 얼마

정도가 지출됩니까?

                   월평균 (              )만원

※ 통계처리 문항 ※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무학․중퇴포함)

②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

④ 대학(전문대)졸업(재학, 중퇴포함)

⑤ 대학교졸업(재학, 중퇴 포함)

⑥ 대학원수료/졸업(재학, 중퇴포함)

DQ2. 귀하께서 서울에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서울에 사신

      총 거주기간과 그 중 현 주소지에 거주기간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사로 인한 타지역 거주기간은 제외)

          서울 거주 총 기간 : 약 _____________년

          현 주소지 거주기간 : 약 _____________년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직 및 준 전문가 ④ 사무종사자

⑤ 서비스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⑧ 기능직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⑩ 단순노무종사자 ⑪ 학생

⑫ 주부 ⑬ 무직 ⑭ 기타 ( )

 DQ3-1.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현재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DQ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서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공간 

혹은 장소(랜드마크)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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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가구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전체 가구원수 15세이상 가구원수 조사원코드

□□□□□□□□-□□□ □□ □□ □□□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10월『서울서베이(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의 생활이나 살림살이를 비롯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서울시가 시민서비스 중심의 일류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정부승인통계이며,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
에는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만 15세 이상(1995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은 빠짐없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중심의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수행기관 (주)월드리서치 (02)583-2482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02)3488-2783

가구주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 번호 면접원 성명

조 사 일 시 2010년____월____일 ____시 _____분부터 ______분 동안 조 사 표 본 ① 원표본(a) ② 대체표본(b)

주 택 형 태 ①단독주택(다가구포함) ②아파트 ③다세대주택 ④연립주택/빌라 ⑤기타(오피스텔, 상가내 거처 등)

주거점유형태 ①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무상 및 기타

코드
만15세 이상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1참조)
성별 출생 년도

혼인상태
(보기2참조)

종교
(보기3참조)

면접여부
(보기4참조)

면접가능
일자

개인 연락처

01 ① 가구주 ①남 ②여 19

02 ①남 ②여 19

03 ①남 ②여 19

04 ①남 ②여 19

05 ①남 ②여 19

06 ①남 ②여 19

07 ①남 ②여 19

08 ①남 ②여 19

※ 만 15세 이상 가구원 : 1995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보기1)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2) 혼인상태 (보기3) 종교 (보기4) 면접여부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⑤ 손자․녀 및 배우자

⑥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⑦ 조부모

⑧ 미혼형제, 자매

⑨ 기타 ( _________ )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별거  

④ 사별

① 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기타

⑥ 없다

① 조사완료
② 단기 출장/부재
③ 장기 출장/부재
④ 타 지역거주
⑤ 군입대/유학 등
⑥ 기타

서  울  특  별  시

정부승인
마크

승인번호
제 201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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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용 식수

문1. 귀댁에서는 마시는 물로 주로 어떤 물을 드십니까? (1개만 )

①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②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

③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 ④ 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신다

⑤ 약수, 지하수를 마신다 ⑥ 기타( )

■ 생활환경 만족도

문2.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2) 경제환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3)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4)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 가사노동 분담 정도

문3. 귀댁에서는 집안일(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신지요?  

    (예 : 집안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노인 및 어린이 돌보기 등) 

① 주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② 주부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③ 주부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

④ 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⑥ 비해당 (1인가구, 미혼가구, 동성으로 구성된 가구 등)

■ 아동보육 및 자녀 교육

문4. 귀댁에는 현재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 문4-1로 )  ② 없다 ➡ ( 문5로 )

 문4-1.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떤 보육시설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을 참조

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

자녀구분
출생년도 성 별

보육
방법
(보기1)

보육
시설
(보기2)

보육시설
만족도
(보기3)

1 년 ①남 ②여

2 년 ①남 ②여

3 년 ①남 ②여

4 년 ①남 ②여

문4-1. 보기(1) 보육방법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 ②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본다

③ 친인척 외에 개인에게 맡긴다 ④ 놀이방 등의 보육시설에 보낸다

⑤ 유치원에 보낸다 ⑥ 기타( )

※미취학자녀보육방법에서④⑤에응답한경우만응답

(시설이나유치원에보내는경우)

문4-1. 보기(2) 보육시설 문4-1. 보기(3) 보육시설 만족도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개인(어린이집)
④ 개인(가정보육시설: 놀이방)
⑤ 직장
⑥ 공동육아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문5. 귀댁에는 현재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 문5-1로 )  ② 없다 ➡ ( 문6으로 )

 

문5-1. 현재 귀댁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

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공교육 환경(교육비, 교육 수준, 접근성 등)

2) 사교육 환경(교육비, 교육 수준, 접근성 등)

■ 이사계획

문6. 귀하(댁)는 5년 이내(2015년) 이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이사계획이 있다 ➡ ( 문6-1로 )

② 이사계획이 없다 ➡ ( 문7로 )

 문6-1.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지역(한강이남) ② 서울지역(한강이북)

③ 서울 이외 수도권 ④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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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선택시 고려요인

문7. 거주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
     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경제적 여건 ② 교육환경

③ 주변여건(위치/교통 등) ④ 자녀육아 및 양육

⑤ 주차/방 갯수 등 ⑥ 거주 안정성/주변 치안

⑦ 생활환경(쇼핑/산책/운동 등) ⑧ 재테크 수단

⑨ 해당 지역의 이미지 ⑩ 기타( )

■ 주택 및 부동산 관련

문8. 귀 가구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적이 있

습니까? 있다면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① 있다 ____________년( 예) 2003년) ➡ ( 문8-1로 )  

② 없다 ➡ ( 문9로 )

 문8-1. 최초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주택 구입 가격에서 차지하는 대출금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습

니까? (주택 구입 시 전세가 포함된 경우 전세금을 제외한 대

출금만 해당합니다) 

① 10% 미만 ② 10% ～ 20% 미만

③ 20% ～ 30% 미만 ④ 30% ～ 40% 미만

⑤ 40% ～ 50% 미만 ⑥ 50% 이상

⑦ 대출금 없음

문9. 귀댁의 부동산 자산이 귀댁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단, 전․월세의 보증금은 제외)

( %)

문10. 귀하께서는 향후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하십

니까?

① 많이 오를 것이다 ② 다소 오를 것이다

③ 변동 없을 것이다 ④ 다소 내릴 것이다

⑤ 많이 내릴 것이다

■ 가구 부채

문11. 귀댁에 부채가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택 임차 및 구입

②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③ 의료비

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⑤ 재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

⑥ 기타( )

⑦ 없다

■ 가구 월평균 소득

문12. 귀댁의 총수입은 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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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축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자 만족도

문1. 귀하는 서울시 및 구청에서 개최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 Hi! Seoul 페스티발, 청계천축제, 불꽃축제 등 )

① 있다 ② 없다 ➡ (문2로)

 문1-1. 귀하는 서울에서 개최된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 (문1-2로) ② 없다 ➡ (문1-3으로)

 문1-2. 귀하는 축제에 참여하신 후 어느 정도 만족하셨는지요?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문1-3. 그렇다면, 귀하는 하이! 서울 페스티발(HI! Seoul 페스티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 본적은 있다

③ 행사기간을 알고 있다 ④ 참여한 적이 있다

■ 서울 시민 고향 인식도
문2.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이 고향과 같이  느끼시는지요?

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이 고향이다

②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서울이 고향 같지 않다

③ 서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 같이

느껴진다

④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 사회자본

문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
이 있습니까? 참여 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친목회/친목계 ② 동창회/동창모임

③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④ 인터넷 커뮤니티

⑤ 각종 동호회 ⑥ 자원봉사단체

⑦ 시민운동단체 ⑧ 노조 및 직능 단체

⑨ 정당 ⑩ 종교단체

⑪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 ⑫ 참여한 적 없다

■ 행복지수
문4.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1) 자신의건강상태.................................................( )점

2) 자신의재정상태.................................................( )점

3) 주위친지, 친구와의관계......................................( )점

4) 가정생활..........................................................( )점

5)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 )점

■ 도시위험도

문5.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위험을 느끼시는지요?

2) 서울에서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두려운 생각이
드시는지요?

3) 강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시는지요?

4) 건물, 엘리베이터 추락, 다리붕괴 등 여러 유형의
건축물 사고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시는지요?

■ 식품

문6. 귀하께서는 다음의 먹거리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전           안전하지         전혀    
 안전하다         하다             않다       안전하지않다
    4------------3------------2------------1

1) 채소/과일류

2) 육류

3) 어패류

4) 유제품

5) 가공식품류

문7. 귀하께서는 식품 안전과 관련한 정보제공자 중 가장 믿는 곳은 
어디인지요? 

① 대중매체 ② 정부, 행정기관

③ 소비자 단체 ④ 전문가 의견

⑤ 주위사람의 평판 ⑥ 기타(구체적으로 : )

■ 환경

문8.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녹지(공원, 숲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201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 - 가구원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가구원 코드 출생년도 성   명

□□□□□ □□□-□□□ □□ □□□□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수행기관 (주)월드리서치 (02)583-2482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02) 3488-2784

정부승인
마크

승인번호
제 201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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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활동

문9.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곳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이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없으면 0회 표시)

     (비용은 음식비 및 교통비는 제외하며, 무료로 관람(입장)한 경우

     방문횟수에는 포함되며 비용은 제외됨)

   
항     목 연간방문횟수 연간 총비용

1) 전통문화공간(고궁 등) 방문
또는 전통공연(국악 등) 관람

회 원

2) 박물관 회 원

3) 미술전시회, 미술관 회 원

4) 연주회, 무용, 연극등 공연장 회 원

5) 대중음악 콘서트장 회 원

6) 영화관 회 원

7) 스포츠 경기 관람 회 원

문10. 귀하는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평생교육

문11. 귀하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받으신 교육을 제외하고 문화, 예능, 

예술 및 교양과 관련한 다음의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받

아 보신 적이 있는 항목을 모두 골라 주세요.

①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

② 학원, 사회(평생)교육원 수강

③ 지역 문화 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 강좌 수강

④ TV 및 인터넷 학습 강좌 수강

⑤ 스터디클럽, 개인과외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⑦ 받아 본 적 없다

 문11-1. 귀하는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과정의 

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순서에 따라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컴퓨터 관련 교육 ② 전통기능, 전통문화 관련 교육

③ 일반기술직업교육 ④ 어학 관련 교육

⑤ 취미, 문화, 교양, 여가선용 관련 교육

⑥ 사회봉사 관련 교육

⑦ 정규교육 과정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⑨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

■ 자원봉사활동

문12.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1년간 다음 각 분야별로 몇 번이나 참여하셨습니까?

활동분야 연간 참여회수

1) 환경보전 등과 관련(마을청소, 한강 쓰레기
건져내기, 산에 쓰레기 줍기 등)

회

2) 자녀교육 등과 관련(일일교사, 교통지도,
급식보조 등) 회

3)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 등과
관련(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야학교사등)

회

4) 기타 자원봉사 활동 회

■ 시민기부 (종교단체 기부제외) 

문13.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ARS(전화모금방식)을 이용한 기부

② 현금 직접 기부

③ 지로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송금

④ 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

⑤ 기부한 적이 없다

■ 한강시민공원 관련

문14. 귀하께서 평소에 한강시민 공원을 주로 찾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1개만)

① 이용한 적 없다 ➡ (문15로)

② 산책과 휴식 ③ 운동

④ 동호회/레저 활동 ⑤ 공연관람 등 행사 참석

⑥ 자연학습장/생태공원 방문 등 교육 목적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문14-1. 귀하는 한강시민공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노후준비방법

문15. 귀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① 준비하고 있다 ➡ (문15-1로)

② 준비(생각)하고 있지 않다 ➡ (문16으로)

 문15-1.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것입

니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국민연금, 사립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② 개인연금

③ 은행 저축(적금, 예금, 주식, 펀드 등)

④ 보험(종신보험, 암보험 등)

⑤ 부동산투자

⑥ 현재 주택규모를 줄여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할 계획임

⑦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임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 희망하는 동거형태

문16. 귀하는 나이가 들어 혼자서 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이오니 모든 분이 응답 )

①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

② 딸과 함께 살고 싶다

③ 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

④ 노인전용공간(실버타운 등)에서 살고 싶다

⑤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싶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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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생활

문17. 아래 각 항목은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한다.

2) 우리 집은 물건을 사거나 여가를 즐길 때, 자녀들
위주로 결정하는 편이다.

3) 우리 집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희생을
감수하는 편이다.

4) 배우자에게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 (해당자만)

5) 우리부부는 생활방식에서 공통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해당자만)

6)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문18. 귀하는 고민이 있을 때 가족들 중 주로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남편/아내

④ 아들/딸 ⑤ 형제/자매 ⑥ 조부모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⑧ 가족과 의논하지 않는다

■ 일과 소비

문19. 아래 각 항목은 일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옮기는 것이 좋다

2) 수입을 위해 일을더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갖고싶다

3) 집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차는 있어야 한다

4)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

5)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유명상표의 제품을 산다

■ 가치관

문20.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문21. 아래 각 항목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 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외국인과의 관계 및 다문화 사회

문22. 아래 각 항목은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 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나 혹은 나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나는 외국인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나는 외국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23. 아래 각 항목은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
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2-------1

1)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정책이필요

하다

2)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가필요하다

3) 이민자들이 많아지면나의 일자리를빼앗길것 같다

■ SNS 이용

문24.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트위터 ② 미투데이

③ 요즘 ④ 싸이월드

⑤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⑥ 페이스북 ⑦ 티스토리

⑧ 카페 ⑨ Linknow

⑩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 )

⑪ 이용하는 SNS없음

■ 여가 활용 형태

문25. 귀하께서는 평소 주말이나 휴일에 어떤 여가 활동을 하십니까?
주로 하는 순서에 따라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TV 또는 비디오(DVD)시청

②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등)

③ 창작적 취미활동(독서, 미술, 악기연주 등)

④ 운동경기 관람 ⑤ 운동(축구, 테니스, 조깅 등)

⑥ 여행, 야외 나들이 ⑦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⑧ 사회활동(자원봉사, 종교생활, 사교모임 등)

⑨ 휴식(여가활동을 하지 않음)

⑩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인터넷 사용정도

문26. 귀하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응답하기 편한 단위를 선택하여 평균 사용 시간 기록)

단위 평균 사용 시간

① 하루에

(       ) 시간 [    ]분② 일주일에

③ 한달에

④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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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시청정도

문27. 귀하가 TV시청을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응답하기 편한 단위를 선택하여 평균 사용 시간 기록)

단위 평균 사용 시간

① 하루에

(       ) 시간 [    ]분② 일주일에

③ 한달에

④ 시청하지 않는다

■ 사이버피해

문28. 지난 1년 동안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명예훼손, 사기, 
해킹 등의 사이버피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개인정보 침해 ② 명예훼손
③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 ④ 사기, 공갈스팸(보이스 피싱)
⑤ 스팸 ⑥ 스토킹
⑦ 폭행, 협박 ⑧ 해킹, 바이러스 유포
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⑩ 경험한 적 없음

■ 사회적 신뢰

문29.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
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신뢰        신뢰               신뢰 안함  신뢰 안함
       5--------4-------3------2-------1

1)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

2) 나의 이웃 사람들

3) 공공기관

■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문30. 귀하는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00점 만점에 (             )점

문31.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⑤ 매우 그렇다 ④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① 전혀 그렇지 않다

■ 통근/통학 여부

문32.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① 통학을 한다 ➡ (문32-1로)

② 통근을 한다 ➡ (문32-1로)

③ 통근이나 통학을 하지 않는다 ➡ (문33으로)

 문32-1. 귀하는 어디로 통근 또는 통학하십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동 내
②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
③ 다른 구 ➡ (                구)

④ 다른 시도 ➡ (              시․도)

 문32-2. 그럼,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자전거 + 기타 교통수단(구체적으로 :_________)
④ 오토바이 ⑤ 버스(버스 간 환승포함)
⑥ 지하철(철도) ⑦ 버스 + 지하철
⑧ 택시 ⑨ 승용차
⑩ 승용차 + 버스 ⑪ 승용차 + 지하철
⑫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 )

 
 문32-3. 그렇다면, 귀하가 출근/등교 할 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출근/등교시간 : _________ 시간 ____________ 분

■ 보행 환경 만족도

문33. 귀하의 주거지역 인근이나 서울 도심(시내)에서 걸어 다니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신지요?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 정도

2)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 정도

■ 자전거 이용 행태

문34. 귀하는 현재 자전거를 이용 하고 계십니까?

① 이동(출퇴근, 장보기, 업무 등) 수단으로 이용➡ (문34-1로)

② 운동(레저 등) 수단으로 이용 ➡ (문34-1로)

③ 이용하지 않음 ➡ (문35로)

 문34-1. 귀하는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 하
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교통 이용 만족도

문35. 귀하는 서울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이용하지 
않음
9

1)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좌석버스 등)

2) 지하철

3) 택시

■ 집에 대한 인식

문36. 다음 중 집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집은 사는데 불편함만 없으면 그만이다(생활수단)

② 집은 투자가치가 가장 중요하다(투자수단)

③ 집은 그 값을 떠나 최고의, 최후의 자산이다(자산/유산)

④ 집은 사회적 지위와 능력를 나타낸다(지위표현수단)

⑤ 모든 집은 국가소유의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시설물)

문37. 귀하께서는 집의 소유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소유할 필요가 있다

② 반드시 소유할 필요는 없다

■ 규칙적인 운동 실천자 비율

문38. 귀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니까? ( 1회 30분 이상 )

①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② 주 1-2회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③ 규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운동을 한다

④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 (문38-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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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38-1.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① 운동을 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② 함께 운동을 할 사람이 없어서

③ 운동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④ 운동을 싫어해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 )

==============================================
※ 문39번부터 문41번까지는 만 65세 이상만 응답

(1945년 9월 30일 이전출생자 만 응답)

■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참가 형태

(65세 이상 응답)

문39 귀하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직장이나 모임이 있으신

지요? 해당되는 활동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직장 ② 노인정(경로당)

③ 복지관, 노인교실(노인대학)

④ 자원봉사활동 기관이나 모임

⑤ 취미활동 모임 ⑥ 종교단체 모임

⑦ 시민단체, 사회단체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

⑨ 직장이나 특별한 모임이 없음

■ 노인의 건강상태 (65세 이상 응답)

문40. 귀하는 지난 1년간 본인의 건강을 위한 예방 접종

이나 정기 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경

우 지난 1년간 받으신 횟수를 말씀해 주세요.

      (없는 경우 0회)

① 예방 접종 : 지난 1년간 _____ 회

② 건강 검진 : 지난 1년간 _____ 회

■ 노인의 월평균 소득 (65세 이상 응답)

문41. 일정한 소득이 있으실 경우,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자소득, 임대소득 포함, 자녀에게 

받는 용돈도 포함.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월 평

균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⑥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⑧ 소득 없음➡ (DQ1로)

  문41-1. 그렇다면, 소득 중 의료비로 월평균 얼마

정도가 지출됩니까?

                   월평균 (              )만원

※ 통계처리 문항 ※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무학․중퇴포함)

②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

④ 대학(전문대)졸업(재학, 중퇴포함)

⑤ 대학교졸업(재학, 중퇴 포함)

⑥ 대학원수료/졸업(재학, 중퇴포함)

DQ2. 귀하께서 서울에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서울에 사신

      총 거주기간과 그 중 현 주소지에 거주기간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사로 인한 타지역 거주기간은 제외)

          서울 거주 총 기간 : 약 _____________년

          현 주소지 거주기간 : 약 _____________년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학생

⑪ 주부 ⑫ 무직 ➡ (DQ4로)

⑬ 기타 (구체적으로 : )

 DQ3-1.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현재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DQ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 보기 중 어떤 곳이 서울의 상징공간

(랜드마크)으로 내세우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한 

순서에 따라 2개 이내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고궁 ② 광화문 ③ 남대문

④ 남산타워 ⑤ 동대문 ⑥ 시청광장

⑦ 청계천 ⑧ 한강 ⑨ 63빌딩

⑩ 기타 (구체적으로 : )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가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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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서베이(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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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서울시가 시민서비스 중심의 일류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정부승인통계이며,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
에는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만 15세 이상(1996년 10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모
든 가구원은 빠짐없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중심의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수행기관 (주)월드리서치 (02)583-2482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02)3488-2783

가구주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 번호 면접원 성명

조 사 일 시 2011년____월____일 ____시 _____분부터 ______분 동안 조 사 표 본 ① 원표본(a) ② 대체표본(b)

주 택 형 태 ①단독주택(다가구포함) ②아파트 ③다세대주택 ④연립주택/빌라 ⑤기타(오피스텔, 상가내거처등)

주거점유형태 ①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무상및기타

코드
만15세 이상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1참조)
성별 출생 년도

혼인상태
(보기2참조)

종교
(보기3참조)

면접여부
(보기4참조)

면접가능
일자

개인 연락처

01 ① 가구주 ①남 ②여 19

02 ①남 ②여 19

03 ①남 ②여 19

04 ①남 ②여 19

05 ①남 ②여 19

06 ①남 ②여 19

07 ①남 ②여 19

08 ①남 ②여 19

※ 만 15세 이상 가구원 : 1996년 10월 31일 이전 출생자

(보기1)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2) 혼인상태 (보기3) 종교 (보기4) 면접여부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⑤ 손자․녀 및 배우자

⑥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⑦ 조부모

⑧ 미혼형제, 자매

⑨ 기타 ( _________ )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별거  

④ 사별

① 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기타

⑥ 없다

① 조사완료
② 단기 출장/부재
③ 장기 출장/부재
④ 타 지역거주
⑤ 군입대/유학 등
⑥ 기타

서  울  특  별  시

정부승인
마크

승인번호
제 201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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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 만족도

문1.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2) 경제환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3)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4)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 가사노동 분담 정도

문2. 귀댁에서는 집안일(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신지요?  

    (예 : 집안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노인 및 어린이 돌보기 등) 

① 주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② 주부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③ 주부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

④ 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⑥ 비해당 (1인가구, 미혼가구, 동성으로 구성된 가구 등)

■ 이사 경험 및 주거형태

문3. 귀하(댁)는 이전 5년 동안(2006년~) 이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이사한 경험이 있다 ➡ ( 문3-1로 )

② 이사한 경험이 없다 ➡ ( 문4로 )

 문3-1. (※이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가장 최근에 살았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전 기준)

① 서울지역(한강이남) ② 서울지역(한강이북)

③ 서울 이외 수도권 ④ 그 외 지역

 문3-2. (※이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가장 최근에 살았던 집의 주거 

점유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 무상 및 기타

 문3-3. (※이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가장 최근에 살았던 집의 주거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오피스텔

⑤ 공동주택(실버타운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

■ 이사계획

문4. 귀하(댁)는 5년 이내(2016년) 이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이사계획이 있다 ➡ ( 문4-1로 )

② 이사계획이 없다 ➡ ( 문5로 )

 문4-1. (※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만) 이사를 계획하신 이유는 무엇입

니까?

① 주거환경 때문(교통, 녹지, 복지시설, 환경오염 등)

② 경제적 이유 때문(집값, 전/월세 등)

③ 교육 여건 때문(학교, 학원 등)

④ 지리적 여건/시간 때문(출/퇴근, 등하교 등)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4-2. (※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만)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어

디입니까?

① 서울지역(한강이남) ② 서울지역(한강이북)

③ 서울 이외 수도권 ④ 그 외 지역

 문4-3. (※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만) 이사 시 주거 점유 형태는 어떻

게 하실 생각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 무상 및 기타

■ 향후 주거 형태

문5. 귀하는 10년 후에 어떤 주택에서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오피스텔

⑤ 공동주택(실버타운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

■ 거주지 선택 시 고려요인

문6. 거주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

     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경제적 여건 ② 교육환경

③ 주변여건(위치/교통 등) ④ 자녀육아 및 양육

⑤ 주차/방 갯수 등 ⑥ 거주 안정성/주변 치안

⑦ 생활환경(쇼핑/산책/운동 등) ⑧ 재테크 수단

⑨ 해당 지역의 이미지 ⑩ 기타( )

■ 부동산 자산

문7. 귀댁의 부동산 자산이 귀댁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단, 전․월세의 보증금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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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육 및 자녀 교육

문8. 귀댁에는 현재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 문8-1로 )  ② 없다 ➡ ( 문9로 )

 문8-1.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디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
자녀구분

출생년도 성 별
보육
방법
(보기1)

보육
시설
(보기2)

보육시설
만족도
(보기3)

1        년 ①남 ②여

2        년 ①남 ②여

3        년 ①남 ②여

4        년 ①남 ②여

문8-1. 보기(1) 보육방법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 ②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본다

③ 친인척 외에 개인에게 맡긴다 ④ 어린이집에보낸다

⑤ 유치원에 보낸다 ⑥ 기타( )

※미취학 자녀보육방법에서④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

(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문8-1. 보기(2) 시설 유형 문8-1. 보기(3) 보육시설 만족도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민간개인

④ 가정(어린이집): 놀이방

⑤ 직장

⑥ 공동육아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가구 부채

문9. 귀댁에 부채가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택 임차 및 구입

②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③ 의료비

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⑤ 재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 없다

문10. 이번에는 귀댁의 소득수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가

구의 소득을 1(저소득)부터 10(고소득)까지로 구분한다면 귀댁의 

소득은 어디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저소득 중간 고소득

■ 가족안전유형

문11.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과 관련하

여, 지난 1년간 귀하 또는 귀댁에서 위험을 느끼셨던 일은 다

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

시오.

①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이혼, 별거, 취업, 입대 등)

② 가족의 건강 이상(입원, 수술 등)

③ 실직 또는 파산

④ 직업 불안정(비정규직 전환 등)

⑤ 산업 재해

⑥ 범죄 피해(사기, 절도, 폭행, 살인 등)

⑦ 투자 손실(주식, 부동산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

⑨ 해당사항 없음

■ 생활안전도

문12.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은 다음의 각 항목과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           심각하지         전혀    
 심각하다         하다             않다       심각하지않다
    1------------2------------3------------4

1) 소음

2) 대기 오염

3) 휴식 공간 및 녹지 부족

4) 수질 오염

5) 범죄, 폭력

6) 길거리의 쓰레기방치

7) 주차 질서

■ 가구 월평균 소득

문13. 귀댁의 지난 1년동안(2010.10.1~2011.9.30) 세금납부(공제)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

(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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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민 고향 인식도
문1.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이 고향과 같이  느끼시는

지요?

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이 고향같이 느껴진다

②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서울이 고향 같지 않다

③ 서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 같이

느껴진다

④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 사회자본

문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 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
시오.

① 친목회/친목계 ② 동창회/동창모임

③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④ 인터넷 커뮤니티

⑤ 각종 동호회 ⑥ 자원봉사단체

⑦ 시민운동단체 ⑧ 노조 및 직능 단체

⑨ 정당 ⑩ 종교단체

⑪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

⑫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

■ 행복지수
문3.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1) 자신의건강상태.................................................( )점

2) 자신의재정상태.................................................( )점

3) 주위친지, 친구와의관계......................................( )점

4) 가정생활..........................................................( )점

5)사회생활(직장,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 )점

■ 도시위험도

문4.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위험하다

약간 
위험하다

보통
이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5--------4--------3--------2--------1

1)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2)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3) 강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 피해

4) 건물, 엘리베이터 추락, 다리붕괴 등 여러 유형의
건축물 사고

■ 자원봉사활동

문5.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1년간 다음 각 분야별로 몇 번이나 참여하셨습니까?

활동분야 연간 참여회수

1) 환경보전 등과 관련(마을청소, 한강 쓰레기
건져내기, 산에 쓰레기 줍기 등)

회

2) 자녀교육 등과 관련(일일교사, 교통지도,
급식보조 등) 회

3)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등과
관련(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야학교사등)

회

4) 기타 자원봉사 활동 회

■ 시민기부 (종교단체 기부제외) 

문6.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ARS(전화모금방식)을 이용한 기부

② 현금 직접 기부

③ 지로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송금

④ 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

⑤ 기부한 적이 없다

■ 가족생활

문7. 아래 각 항목은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한다.

2) 우리 집은 물건을 사거나 여가를 즐길 때, 자녀들
위주로 결정하는 편이다.

3) 우리 집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희생을
감수하는 편이다.

4) 배우자에게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 (해당자만)

5) 우리부부는 생활방식에서 공통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해당자만)

6)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문8. 귀하는 고민이 있을 때 가족들 중 주로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남편/아내

④ 아들/딸 ⑤ 형제/자매 ⑥ 조부모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⑧ 가족과 의논하지 않는다

201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 - 가구원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가구원 코드 출생년도 성   명

□□□□□ □□□-□□□ □□ □□□□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수행기관 (주)월드리서치 (02)583-2482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02)3488-2784

정부승인
마크

승인번호
제 20111 호



■ 개인 관심사

문9. 귀하의 개인적인 고민거리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가족간 문제 ② 건강

③ 경제 관련 문제 ④ 공부(성적, 적성 등)

⑤ 노후생활 ⑥ 본인 및 가족의 결혼

⑦ 신체, 외모 ⑧ 이성 및 우정 문제

⑨ 인터넷(게임, 쇼핑 등) ⑩ 자기개발

⑪ 자녀양육 ⑫ 진학, 취업, 은퇴 등 진로 선택

⑬ 학교(원) 폭력 ⑭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

⑮ 고민 없음

■ 일과 소비

문10. 아래 각 항목은 일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입니

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옮기는 것이 좋다

2) 수입을위해일을더하기보다는여가시간을갖고싶다

3) 집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차는 있어야 한다

4)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

5)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유명상표의 제품을 산다

■ 계층 인식

문11.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 계층이동 가능성

문12.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다소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문13. 아래 각 항목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 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문14. 아래 각 항목은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 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나 혹은 나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나는 외국인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나는 외국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15. 아래 각 항목은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인구감소문제를해결하기위해외국인이민정책이필요

하다

2)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적편견해소정책이필요하다

3) 이민자들이많아지면나의일자리를빼앗길것같다

■ 사회적 신뢰

문16.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

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보통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5--------4--------3--------2--------1

1) 가족

2) 이웃

3) 처음 만난 사람

4) 다른 나라 사람

5) 공공기관

■ 사회적 차별

문17.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사회에서는 어떤 요인으로 차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까? 우선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교육수준 ② 국적 ③ 나이 ④ 성별

⑤ 소득수준 ⑥ 외모 ⑦ 종교 ⑧ 직업

⑨ 출신지역 ⑩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

■ SNS 이용

문18.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트위터 ② 미투데이

③ 요즘(다음 요즘) ④ 싸이월드

⑤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⑥ 페이스북 ⑦ 티스토리

⑧ 카페 ⑨ Linknow

⑩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 )

⑪ 이용하는 SNS없음

■ 인터넷 사용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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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 귀하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응답하기 편한 단위를 선택하여 평균 사용 시간 기록)

단위 평균 사용 시간

① 하루에

(       ) 시간 [    ]분② 일주일에

③ 한달에

④ 사용하지 않는다

■ TV 시청정도

문20. 귀하가 TV시청을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응답하기 편한 단위를 선택하여 평균 사용 시간 기록)

단위 평균 사용 시간

① 하루에

(       ) 시간 [    ]분② 일주일에

③ 한달에

④ 시청하지 않는다

■ 사이버피해

문21. 지난 1년 동안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명예훼손, 사

기, 

해킹 등의 사이버피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개인정보 침해 ② 명예훼손

③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 ④ 사기, 공갈스팸(보이스 피싱)

⑤ 스팸 ⑥ 스토킹

⑦ 폭행, 협박 ⑧ 해킹, 바이러스 유포

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⑩ 경험한 적 없음

가. ■ 평생교육

문22. 귀하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받으신 교육을 제외하고 문화, 예능, 

예술 및 교양과 관련한 다음의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받아 보신 적이 있는 항목을 모두 골라 주세요.

①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

② 학원, 사회(평생)교육원 수강

③ 지역 문화 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 강좌 수강

④ TV 및 인터넷 학습 강좌 수강

⑤ 스터디클럽, 개인과외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⑦ 받아 본 적 없다

 문22-1. 귀하는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과정

의 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순서에 따라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컴퓨터 관련 교육 ② 전통기능, 전통문화 관련 교육

③ 일반기술직업교육 ④ 어학 관련 교육

⑤ 취미, 문화, 교양, 여가선용 관련 교육

⑥ 사회봉사 관련 교육

⑦ 정규교육 과정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⑨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

■ 노후준비방법

문23. 귀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① 준비하고 있다 ➡ (문23-1로)

② 준비(생각)하고 있지 않다 ➡ (문24로)

 문23-1.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것입

니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국민연금, 사립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② 개인연금

③ 은행 저축(적금, 예금, 주식, 펀드 등)

④ 보험(종신보험, 암보험 등)

⑤ 부동산투자

⑥ 현재 주택규모를 줄여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할 계획임

⑦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임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 희망하는 동거형태

문24. 귀하는 나이가 들어 혼자서 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이오니 모든 분이 응답 )

①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

② 딸과 함께 살고 싶다

③ 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

④ 노인전용공간(실버타운, 양로원 등)에서 살고 싶다

⑤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싶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 노후생활 희망정도

문25. 다음의 각 항목별로 귀하께서 노후에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겠다

아마 
할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아마 
안할 

것이다

절대 
하지 

않겠다

       5--------4-------3------2-------1

 1) 소득창출 활동

 2) 취미/교양활동

 3) 종교활동

 4) 자원봉사

 5) 자기계발

 6) 손자녀 양육

■ 예상 은퇴시기

문26. 귀하께서 예상하는 은퇴시기는 다음 중 언제입니까?

① 54세 이하 ② 55세~59세

③ 60세~64세 ④ 65세~69세

⑤ 70세~74세 ⑥ 75세 이상

⑦ 이미 은퇴하였음(은퇴한 나이 만______세)

⑧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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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희망하는 소득활동 분야

문27. 귀하께서는 은퇴 후의 소득활동으로 다음 중 어떠한 방식을 가장 

희망하십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임시직)

③ 일용직(기간제) ④ 유연근무제(파트타임포함)

⑤ 창업 등 소규모 자영업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

⑦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예정임

■ 은퇴 후 희망소득

문28. 귀하께서는 은퇴 후의 월 소득으로 얼마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현재의 물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저출산 문제 원인

문29.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고용불안

②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③ 자녀양육의 심리적 부담

④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보기가 힘들어서

⑤ 출산에 대한 의무감이 낮아져서

⑥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부족

⑦ 기타(구체적으로 : )

■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문30. 귀하는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00점 만점에 (             )점

문31.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

니까? 

⑤ 매우 그렇다 ④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① 전혀 그렇지 않다

==============================================
※ 문32번부터 문34번까지는 만 65세 이상만 응답

(1946년 9월 30일 이전출생자만 응답)

■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참가 형태 (65세 이상 응답)

문32. 귀하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직장이나 모임이 있으신지요? 

해당되는 활동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직장

② 노인정(경로당)

③ 복지관, 노인교실(노인대학)

④ 자원봉사활동 기관이나 모임

⑤ 취미활동 모임

⑥ 종교단체 모임

⑦ 시민단체, 사회단체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

⑨ 직장이나 특별한 모임이 없음

■ 노인의 건강상태 (65세 이상 응답)

문33. 귀하는 지난 1년간 본인의 건강을 위한 예방 접종이나 정

기 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 지난 1년간 

받으신 횟수를 말씀해 주세요.

     (없는 경우 0회)

① 예방 접종 : 지난 1년간 _____ 회

② 건강 검진 : 지난 1년간 _____ 회

■ 노인의 월평균 소득 (65세 이상 응답)

문34. 일정한 소득이 있으실 경우, 지난1년간(2010.10.1~ 

2011.9.30)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자소득, 임대소득 포함, 자녀에게 받는 용돈도 포함. 정

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월 평균으로 말씀해 주세요.)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⑥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⑧ 소득 없음➡ (DQ1로)

 문34-1. 그렇다면, 소득 중 의료비로 월평균 얼마 정도가 지출

됩니까?

                   월평균 (              )만원

※ 응답자특성 문항 ※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무학․중퇴포함)

②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

④ 대학(전문대)졸업(재학, 중퇴포함)

⑤ 대학교졸업(재학, 중퇴 포함)

⑥ 대학원수료/졸업(재학, 중퇴포함)

DQ2. 귀하께서 서울에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서울에 사신

     총 거주기간과 그 중 현 주소지에 거주기간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사로 인한 타지역 거주기간은 제외)

          서울 거주 총 기간 : 약 _____________년

          현 주소지 거주기간 : 약 _____________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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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있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없음
⑩ 학생

⑪ 주부 ⑫ 무직

기타 ⑬ 기타(구체적으로 : )

 DQ3-1.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④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구체적으로 : )

 DQ3-2.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근무형태는 어떻습니까?

① 전일제

② 시간제

③ 기타(구체적으로 : )

 DQ3-3.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현재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문화환경 만족도

DQ4. 귀하는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통근/통학 여부

DQ5.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① 통학을 한다 ➡ (DQ5-1로)

② 통근을 한다 ➡ (DQ5-1로)

③ 통근이나 통학을 하지 않는다 ➡ (DQ6으로)

 DQ5-1.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자전거 + 기타 교통수단(구체적으로 :_________)

④ 오토바이 ⑤ 버스(버스 간 환승포함)

⑥ 지하철(철도) ⑦ 버스 + 지하철

⑧ 택시 ⑨ 승용차

⑩ 승용차 + 버스 ⑪ 승용차 + 지하철

⑫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 )

■ 보행 환경 만족도

DQ6. 귀하의 주거지역 인근이나 서울 도심(시내)에서 걸어 다니

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신지요?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 정도

2)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 정도

■ 교통 이용 만족도

DQ7. 귀하는 서울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하

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이용하지 
않음
9

1)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좌석버스 등)

2) 지하철

3) 택시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2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가구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전체 가구원수 15세이상 가구원수 조사원코드

□□□□□ □□□-□□□ □□ □□ □□□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10월『서울서베이(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의 생활이나 살림살이를 비롯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정부승인통계이며,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
에는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만 15세 이상(1997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은 빠짐없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중심의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주관 서울특별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조사기관 ㈜메트릭스코퍼레이션 (02)6244-0761
㈜현대리서치연구소 (02)3218-9625

가구주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 번호 면접원 성명

조 사 일 시 2012년____월____일 ____시 _____분부터 ______분 동안 조 사 표 본 ① 원표본(a) ② 대체표본(b)

주 택 형 태 ①단독주택(다가구포함) ②아파트 ③다세대주택 ④연립주택/빌라 ⑤기타(오피스텔, 상가내거처등)

주거점유형태 ①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무상및기타

코드
만15세 이상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1참조)
성별 출생 년도

혼인상태
(보기2참조)

종교
(보기3참조)

면접여부
(보기4참조)

면접가능
일자

개인 연락처

01 ① 가구주 ①남 ②여 19

02 ①남 ②여 19

03 ①남 ②여 19

04 ①남 ②여 19

05 ①남 ②여 19

06 ①남 ②여 19

07 ①남 ②여 19

08 ①남 ②여 19

※ 만 15세 이상 가구원 : 1997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보기1)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2) 혼인상태 (보기3) 종교 (보기4) 면접여부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⑤ 손자․녀 및 배우자

⑥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⑦ 조부모

⑧ 미혼형제, 자매

⑨ 기타 ( _________ )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별거  

④ 사별

① 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기타

⑥ 없다

① 조사완료
② 단기 출장/부재
③ 장기 출장/부재
④ 타 지역거주
⑤ 군입대/유학 등
⑥ 기타

서  울  특  별  시

정부승인
마크

승인번호
제 201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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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용 식수

문1. 귀댁에서는 마시는 물로 주로 어떤 물을 드십니까? (1개만 )

①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②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

③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 ④ 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신다

⑤ 약수, 지하수를 마신다 ⑥ 기타( )

■ 생활환경 만족도

문2.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2) 경제환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3)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4)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 에너지 관련

문3. 평상시 귀댁에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부 항목별로 생활 속에서 실천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실천하고   실천하는    보통   실천하지 않는   전혀 실천하지
     있다        편이다     이다      편이다         않는다
      5--------4-------3-------2---------1

1) 불필요한 조명등 끄기

2)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3) 고효율 제품 구입

4) 냉장고 속 내용물 줄이기

5) 대중교통 이용하기

6)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하기(내복 입기 등)

7) 온수물 사용 줄이기

(샤워시간 줄이기, 양치컵 사용 등)

8) 생활 쓰레기 줄이기

■ 이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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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계획이 있다 ➡ ( 문4-1로 )

② 이사계획이 없다 ➡ ( 문5로 )

 문4-1.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지역

①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② 동북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③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④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⑤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
이외
지역

⑥ 서울 이외 수도권

⑦ 그 외 지역

 문4-2. 이사 시 주거 점유 형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 무상 및 기타

■ 향후 주거 형태

문5. 귀하는 10년 후에 어떤 주택에서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오피스텔

⑤ 공동주택(실버타운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

■ 거주지 선택 시 고려요인

문6. 거주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

     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경제적 여건 ② 교육환경

③ 주변여건(위치/교통 등) ④ 자녀육아 및 양육

⑤ 주차/방 갯수 등 ⑥ 거주 안정성/주변 치안

⑦ 생활환경(쇼핑/산책/운동 등) ⑧ 재테크 수단

⑨ 해당 지역의 이미지 ⑩ 기타( )

■ 아동보육 및 자녀 교육

문7. 귀댁에는 현재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 문7-1로 )  ② 없다 ➡ ( 문8로 )

 문7-1.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디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
자녀구분

출생년도 성 별
보육
방법
(보기1)

보육
시설
(보기2)

보육시설
만족도
(보기3)

1        년 ①남 ②여

2        년 ①남 ②여

3        년 ①남 ②여

4        년 ①남 ②여

문7-1. 보기(1) 보육방법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 ②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본다

③ 친인척 외에 개인에게 맡긴다 ④ 어린이집에보낸다

⑤ 유치원에 보낸다 ⑥ 기타( )

※미취학자녀보육방법에서④⑤에응답한경우만응답

(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보내는경우)

문7-1. 보기(2) 시설 유형 문7-1. 보기(3) 보육시설 만족도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민간개인

④ 가정(어린이집): 놀이방

⑤ 직장

⑥ 공동육아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문8. 귀댁에는 현재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 문8-1로 )  ② 없다 ➡ ( 문9로 )

 문8-1. 현재 귀댁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공교육 환경(교육비, 교육 수준, 접근성등)

2) 사교육 환경(교육비, 교육 수준, 접근성등)

■ 가족안전유형

문9.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귀하 또는 귀댁에서 위험을 느끼셨던 일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이혼, 별거, 취업, 입대 등)

② 가족의 건강 이상(입원, 수술 등)

③ 실직 또는 파산

④ 직업 불안정(비정규직 전환 등)

⑤ 산업 재해

⑥ 범죄 피해(사기, 절도, 폭행, 살인 등)

⑦ 투자 손실(주식, 부동산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

⑨ 해당사항 없음

■ 생활안전도

문10.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은 다음의 각 항목과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           심각하지         전혀    
 심각하다         하다             않다       심각하지않다
    1------------2------------3------------4

1) 소음

2) 대기 오염

3) 휴식 공간 및 녹지 부족

4) 수질 오염

5) 범죄, 폭력

6) 길거리의 쓰레기방치

7) 주차 질서

■ 가구 부채

문11. 귀댁에 부채가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택 임차 및 구입

②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③ 의료비

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⑤ 재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 없다

■ 소득수준

문12. 이번에는 귀댁의 소득수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1(저소득)부터 10(고소득)까지로 구분한다면 귀댁의 

소득은 어디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저소득 중간 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

문13. 귀댁의 지난 1년동안(2010.10.1~2011.9.30) 세금납부(공제)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

(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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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민 고향 인식도

문1.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이 고향과 같이 느끼시는지요?

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이 고향같이 느껴진다

②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서울이 고향 같지 않다

③ 서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 같이

느껴진다

④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 서울축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자 만족도

문2. 귀하는 서울시 및 구청에서 개최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예 : Hi! Seoul 페스티발, 청계천축제, 불꽃축제 등 )

⑤ 매우 관심있다 ④ 약간 관심있다 ③ 보통이다

② 약간 관심없다 ① 전혀 관심없다

 문2-1. 귀하는 서울에서 개최된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 (문2-2로) ② 없다 ➡ (문3으로)

 문2-2. 귀하는 축제에 참여하신 후 어느 정도 만족하셨는지요?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사회자본

문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 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친목회/친목계 ② 동창회/동창모임

③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④ 인터넷 커뮤니티

⑤ 각종 동호회 ⑥ 자원봉사단체

⑦ 시민운동단체 ⑧ 노조 및 직능 단체

⑨ 정당 ⑩ 종교단체

⑪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

⑫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

■ 행복지수

문4.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1)자신의건강상태...................................................................( )점

2)자신의재정상태...................................................................( )점

3)주위친지,친구와의관계.................................................( )점

4)가정생활..................................................................................( )점

5)사회생활(직장,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 )점

■ 도시위험도

문5.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위험하다

약간 
위험하다

보통
이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5--------4--------3--------2--------1

1)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2)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3) 강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 피해

4) 건물, 엘리베이터 추락, 다리붕괴 등 여러 유형의
건축물 사고

■ 환경

문6. 귀하는 개인적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음 중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세부 항목별로 

생활 속에서 실천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어느 정도     별로 실천     전혀 실천
   실천          실천          안함           안함
    4----------3---------2----------1

해당사항 
없음
9

1)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2) 자가용 이용 자제, 대중교통 자주 이용

3) 자가용 이용시 경제속도 준수

4) 재활용되는 상품을 먼저 구입

5)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 생활화

(절전, 절수 등을 생활 속에 실천)

문7.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녹지(공원, 숲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2012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 - 가구원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가구원 코드 출생년도 성   명

□□□□□ □□□-□□□ □□ □□□□

조사주관 서울특별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조사기관 ㈜메트릭스코퍼레이션 (02)6244-0761

㈜현대리서치연구소 (02)3218-9625

정부승인
마크

승인번호
제 201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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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활동

문8.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곳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이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없으면 0회 표시)

     (비용은 음식비 및 교통비는 제외하며, 무료로 관람(입장)한 경우

     방문횟수에는 포함되며 비용은 제외됨.)

항     목 연간방문횟수 연간 총비용

1)전시회관람(미술,사진,건축,디자인등) 회 원

2) 박물관관람 회 원

3) 음악및무용발표회관람(클래식,
오페라, 발레등)

회 원

4) 전통예술공연관람(국악,민속놀이등) 회 원

5) 연극공연관람(뮤지컬포함) 회 원

6) 극장에서영화관람 회 원

7) 대중공연관람(쇼,콘서트,마술쇼등) 회 원

8) 스포츠경기관람 회 원

문9. 귀하는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문10. 귀하께서는 문화활동에 관람(참석)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번째 : ), (두번째 : )

① 비용이 많이 든다

②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③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④ 문화공간까지의 교통이 불편하다

⑤ 시설(편의시설)이 불편하다

⑥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⑦ 사전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예매, 예약 등)

⑧ 기타( )

■ 여가 활용 형태

문11. 귀하께서는 평소 주말이나 휴일에 어떤 여가 활동을 하십

니까? 주로 하는 순서에 따라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TV 또는 비디오(DVD)시청

②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등)

③ 창작적 취미활동(독서, 미술, 악기연주 등)

④ 운동경기 관람

⑤ 운동(축구, 테니스, 조깅 등)

⑥ 여행, 야외 나들이

⑦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⑧ 사회봉사활동(자원봉사, 사교모임 등)

⑨ 종교활동

⑩ 휴식(여가활동을 하지 않음)

⑪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문12. 귀하께서는 여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① 혼자서

② 가족(친적 포함)과 함께

③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④ 직장 동료

⑤ 동호회(종교단체 등 포함) 활동을 통해서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 )

문13. 귀하께서는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TV 또는 비디오(DVD)시청

②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등)

③ 창작적 취미활동(독서, 미술, 악기연주 등)

④ 운동경기 관람

⑤ 운동(축구, 테니스, 조깅 등)

⑥ 여행, 야외 나들이

⑦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⑧ 사회봉사활동(자원봉사, 사교모임 등)

⑨ 종교활동

⑩ 휴식(여가활동을 하지 않음)

⑪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 규칙적인 운동 실천자 비율

문14. 귀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니까? ( 1회 30분이상 )

①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 (문14-1로)

② 주 1-2회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 (문14-1로)

③ 규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운동을 한다 ➡ (문14-1로)

④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 (문14-2로)

 문14-1. 귀하께서 주로 운동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공원 및 산 등의 산책로

② 지자체 및 공공기관 운영 시설(문화센터 등)

③ 학교체육시설

④ 민간상업체육시설(헬스클럽, 피트니스, 요가 등)

⑤ 직장내 체육시설

⑥ 집에서 간단한 운동(스트레칭 등)

⑦ 기타(구체적으로 : )

 문14-2.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① 운동을 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② 함께 운동을 할 사람이 없어서

③ 운동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④ 운동을 싫어해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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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문15. 귀하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받으신 교육을 제외하고 문화, 예능, 

예술 및 교양 관련한 다음의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받아 보신 적이 있는 항목을 모두 골라 주세요.

①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

② 학원, 사회(평생)교육원 수강

③ 지역 문화 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 강좌 수강

④ TV 및 인터넷 학습 강좌 수강

⑤ 스터디클럽, 개인과외 등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⑦ 받아 본 적 없다

 문15-1. 귀하는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과정의 

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순서에 따라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컴퓨터 관련 교육 ② 전통기능, 전통문화 관련 교육

③ 일반기술직업교육 ④ 어학 관련 교육

⑤ 취미, 문화, 교양, 여가선용 관련 교육

⑥ 사회봉사 관련 교육

⑦ 정규교육 과정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⑨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

■ 자원봉사활동

문16.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1년간 다음 각 분야별로 몇 번이나 참여하셨습니까?

활동분야 연간 
참여회수

1) 환경보전 등과 관련(마을청소, 한강 쓰레기
건져내기, 산에 쓰레기 줍기 등)

회

2) 자녀교육등과관련(일일교사, 교통지도,급식보조등) 회

3) 아동,청소년,어르신(65세이상),장애인,재소자,노숙자
등과관련(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야학교사등)

회

4) 기타 자원봉사 활동 회

■ 시민기부 (종교단체 기부제외) 

문17.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ARS(전화모금방식)을 이용한 기부

② 현금 직접 기부

③ 지로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송금

④ 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

⑤ 기부한 적이 없다

■ 계층 인식

문18.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 계층이동 가능성

문19.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⑤ 매우 높다 ④ 다소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다소 낮은 편이다 ① 매우 낮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문20. 아래 각 항목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 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어르신(65세이상)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사회적 신뢰

문21.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

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보통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5--------4--------3--------2--------1

1) 가족

2) 이웃

3) 처음 만난 사람

4) 다른 나라 사람

5) 공공기관

■ 사회적 차별

문22.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사회에서는 어떤 요인으로 차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까? 우선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교육수준 ② 국적 ③ 나이 ④ 성별

⑤ 소득수준 ⑥ 외모 ⑦ 종교 ⑧ 직업

⑨ 출신지역 ⑩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

■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문23. 귀하는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00점 만점에 (             )점



- 7 -

문24.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⑤ 매우 그렇다 ④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지역의 문화, 자연자원 등 특성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활동

을 펼쳐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함.

  (예 : 은평구 종합지원센터 개소, 마을아카데미, 공공시설 개방 등)

문25. 귀하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명칭 정도만 들어보았다

③ 처음 들어 본다

 문25-1. 다음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나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2) 나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현재 서울시

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통근/통학 여부

문26.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① 통학을 한다 ➡ (문26-1로)

② 통근을 한다 ➡ (문26-1로)

③ 통근이나 통학을 하지 않는다 ➡ (문27로)

 문26-1. 귀하는 어디로 통근 또는 통학하십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동 내

②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

③ 다른 구 ➡ (                구)

④ 다른 시도 ➡ (              시․도)

 문26-2. 그럼,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자전거 + 기타 교통수단(구체적으로 :_________)

④ 오토바이 ⑤ 버스(버스 간 환승포함)

⑥ 지하철(철도) ⑦ 버스 + 지하철

⑧ 택시 ⑨ 승용차

⑩ 승용차 + 버스 ⑪ 승용차 + 지하철

⑫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 )

 

 문26-3. 그렇다면, 귀하가 출근/등교 할 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출근/등교시간 : _________ 시간 ____________ 분

■ 보행 환경 만족도

문27. 귀하의 주거지역 인근이나 서울 도심(시내)에서 걸어 다니

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신지요?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 정도

2)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 정도

■ 자전거 이용 행태

문28. 귀하는 현재 자전거를 이용 하고 계십니까?

① 이동(출퇴근, 장보기, 업무 등) 수단으로 이용 ➡ (문28-1로)

② 운동(레저 등) 수단으로 이용 ➡ (문28-1로)

③ 이용하지 않음 ➡ (문29로)

 문28-1. 귀하는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교통 이용 만족도

문29. 귀하는 서울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

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이용하지 
않음
9

1)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좌석버스 등)

2) 지하철

3) 택시

문30. 귀하는 서울의 버스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

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노선편성 및 다른 교통 수단과의 연계, 노선 간

환승이 편리하다

2) 버스 운행시간 간격이 적절하다

3) 정류장 간 거리 및 정류장의 위치가 적절하다

4) 버스 이용 요금이 적절하다

5) 버스 도착시간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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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특성 문항 ※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무학․중퇴포함)

②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

④ 대학(전문대)졸업(재학, 중퇴포함)

⑤ 대학교졸업(재학, 중퇴 포함)

⑥ 대학원수료/졸업(재학, 중퇴포함)

DQ2. 귀하께서 서울에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서울에 사신

     총 거주기간과 그 중 현 주소지에 거주기간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사로 인한 타지역 거주기간은 제외)

          서울 거주 총 기간 : 약 _____________년

          현 주소지 거주기간 : 약 _____________년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있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없음
⑩ 학생

⑪ 주부 ⑫ 무직

기타 ⑬ 기타(구체적으로 : )

 DQ3-1.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④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구체적으로 : )

 DQ3-2.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근무형태는 어떻습니까?

① 전일제

② 시간제

③ 기타(구체적으로 : )

 DQ3-3.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현재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DQ4. 귀하의 여건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 은퇴시기는 

다음 중 언제입니까?

① 54세 이하 ② 55세 ～ 59세

③ 60세 ～ 64세 ④ 65세 ～ 69세

⑤ 70세 ～ 74세 ⑥ 75세 이상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가구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전체 가구원수 15세이상 가구원수 조사원코드

□□□□□ □□□-□□□ □□ □□ □□□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10월『서울서베이(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의 생활이나 살림살이를 비롯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정부승인통계이며,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
에는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만 15세 이상(1998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은 빠짐없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중심의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수행기관 ㈜메트릭스코퍼레이션 (02)6244-0761

가구주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 번호 면접원 성명

조 사 일 시 2013년____월____일 ____시 _____분부터 ______분 동안 조 사 표 본 ① 원표본(a) ② 대체표본(b)

주 택 형 태 ①단독주택(다가구포함) ②아파트 ③다세대주택 ④연립주택/빌라 ⑤기타(오피스텔, 상가내거처등)

주거점유형태 ①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무상및기타

코드
만15세 이상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1참조)
성별 출생 년도

혼인상태
(보기2참조)

종교
(보기3참조)

면접여부
(보기4참조)

면접가능
일자

개인 연락처

01 ① 가구주 ①남 ②여 19

02 ①남 ②여 19

03 ①남 ②여 19

04 ①남 ②여 19

05 ①남 ②여 19

06 ①남 ②여 19

07 ①남 ②여 19

08 ①남 ②여 19

※ 만 15세 이상 가구원 : 1998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보기1)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2) 혼인상태 (보기3) 종교 (보기4) 면접여부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⑤ 손자․녀 및 배우자

⑥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⑦ 조부모

⑧ 미혼형제, 자매

⑨ 기타 ( _________ )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별거  

④ 사별

① 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기타

⑥ 없다

① 조사완료
② 단기 출장/부재
③ 장기 출장/부재
④ 타 지역거주
⑤ 군입대/유학 등
⑥ 기타

서  울  특  별  시

정부승인
마크

승인번호
제 20111 호



■ 음용 식수
문1. 귀댁에서는 마시는 물로 주로 어떤 물을 드십니까? (1개만 )

①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②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
③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 ④ 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신다
⑤ 약수, 지하수를 마신다 ⑥ 기타( )

■ 생활환경 만족도
문2.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2) 경제환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3)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4)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 에너지 관련
문3. 평상시 귀댁에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부 항목별로 생활 속에서 실천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실천하고   실천하는    보통   실천하지 않는   전혀 실천하지
     있다        편이다     이다      편이다         않는다
      5--------4-------3-------2---------1

1) 불필요한 조명등 끄기

2)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3) 고효율 제품 구입

4) 냉장고 속 내용물 줄이기

5) 대중교통 이용하기

6)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하기(내복 입기 등)

7) 물 사용 줄이기

(샤워시간 줄이기, 양치컵 사용 등)

8) 생활 쓰레기 줄이기

■ 가사노동 분담 정도
문4. 귀댁에서는 집안일(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신지요?  
    (예 : 집안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노인 및 어린이 돌보기 등) 

①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②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③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
④ 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⑥ 비해당 (1인가구, 미혼가구, 동성으로 구성된 가구 등)

■ 이사 경험 및 주거형태
문5. 귀하(댁)는 5년 이내 이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이사계획이 있다 ➡ ( 문5-1로 )

② 이사계획이 없다 ➡ ( 문6으로 )

  문5-1.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지역

①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② 동북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③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④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⑤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
이외
지역

⑥ 서울 이외 수도권
⑦ 그 외 지역

 문5-2. 이사 시 주거 점유 형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 무상 및 기타

■ 향후 주거 형태
문6. 귀하는 10년 후에 어떤 주택에서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오피스텔
⑤ 공동주택(실버타운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

■ 거주지 선택 시 고려요인
문7. 거주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
     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경제적 여건 ② 교육환경
③ 교통여건(지하철역 및 직장과의 거리)
④ 자녀육아 및 양육 ⑤ 주차/방 개수 등
⑥ 거주 안정성/주변 치안
⑦ 생활환경(쇼핑/산책/운동 등) ⑧ 재테크 수단
⑨ 해당 지역의 이미지 ⑩ 편익시설/위락시설
⑪ 공원 및 녹지 여건 ⑫ 기타( )

■ 부동산 자산
문8. 귀댁의 부동산 자산이 귀댁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단, 전․월세의 보증금은 제외)

( %)

■ 아동보육 및 자녀 교육
문9. 귀댁에는 현재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 문9-1로 )  ② 없다 ➡ ( 문10으로 )

 문9-1.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디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
자녀구분

출생년도 성 별
보육
방법
(보기1)

보육
시설
(보기2)

보육시설
만족도
(보기3)

1        년 ①남 ②여

2        년 ①남 ②여

3        년 ①남 ②여

4        년 ①남 ②여



문9-1. 보기(1) 보육방법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 ②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본다

③ 친인척 외에 개인에게 맡긴다 ④ 어린이집에보낸다

⑤ 유치원에 보낸다 ⑥ 기타( )

※미취학자녀보육방법에서④⑤에응답한경우만응답

(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문9-1. 보기(2) 시설 유형 문9-1. 보기(3) 보육시설 만족도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민간개인

④ 가정(어린이집): 놀이방

⑤ 직장

⑥ 공동육아(부모협동)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문10. 귀댁에는 현재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 문11로 )

 문10-1. 현재 귀댁의 공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고자 합
니다. 각 부문별로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
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공교육 비용

2) 공교육의 수준 및 질(교육시설, 교사 등)

3) 공교육 접근성(위치, 교통 등)

 문10-2. 현재 귀댁의 사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고자 합
니다. 각 부문별로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
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사교육 비용

2) 사교육의 수준 및 질(교육시설, 교사 등)

3) 사교육 접근성(위치, 학원 수 등)

■ 가족안전유형
문11.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귀하 또는 귀댁에서 위험을 느끼셨던 일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이혼, 별거, 취업, 입대 등)
② 가족의 건강 이상(입원, 수술 등)
③ 실직 또는 파산
④ 직업 불안정(비정규직 전환 등)
⑤ 산업 재해
⑥ 범죄 피해(사기, 절도, 폭행, 살인 등)
⑦ 투자 손실(주식, 부동산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
⑨ 해당사항 없음

■ 생활안전도
문12.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은 다음의 각 항목과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           심각하지         전혀    
 심각하다         하다             않다       심각하지 않다
    1------------2------------3------------4

1) 소음

2) 대기 오염

3) 수질 오염

4) 범죄, 폭력

5) 길거리의 쓰레기방치

6) 주차 질서

■ 가구 부채
문13. 귀댁에 부채가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택 임차 및 구입
②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③ 의료비
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⑤ 재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 없다

문14. 이번에는 귀댁의 경제소득 수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우리나
라 가구의 경제 소득수준(소득, 자산 등 포함)의 최하층을 1로, 
최상층을 10으로 구분한다면, 귀댁의 경제소득수준은 어디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최하층 중간 최상층

■ 반려동물 여부 및 동물등록 여부
문15. 귀댁에는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몇 마리입니까?

① 있다 ➡ ( 개:      마리, 고양이:      마리, 기타:     마리 )

② 없다 ➡ ( 문16으로 )

문15-1. (문15의 반려동물 중 반려견이 있는 응답자 대상) 
귀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① 등록 했다
② 등록 하지 않았다

■ 광견병 접종 여부
문15-2. 귀댁의 반려동물(개와 고양이)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셨습니까? 

① 예방접종을 하였다
②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다

■ 가구 월평균 소득
문16. 귀댁의 지난 1년 동안(2012.10.1~2013.9.30) 세금납부(공제)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
(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③ 100～150만원 미만 ④ 150～200만원 미만
⑤ 200～250만원 미만 ⑥ 250～300만원 미만
⑦ 300～350만원 미만 ⑧ 350～400만원 미만
⑨ 400～450만원 미만 ⑩ 450～500만원 미만
⑪ 500～550만원 미만 ⑫ 550～600만원 미만
⑬ 600～650만원 미만 ⑭ 650～700만원 미만
⑮ 700만원 이상

 



■ 서울 시민 고향 인식도
문1.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이 고향과 같이 느끼시는지요?

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이 고향같이 느껴진다
②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서울이 고향 같지 않다
③ 서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 같이
느껴진다

④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 사회자본
문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 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친목회/친목계 ② 동창회/동창모임
③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④ 인터넷 커뮤니티
⑤ 각종 동호회 ⑥ 자원봉사단체
⑦ 시민운동단체 ⑧ 노조 및 직능 단체
⑨ 정당 ⑩ 종교단체
⑪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
⑫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

■ 행복지수
문3.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1)자신의건강상태...................................................................( )점

2)자신의재정상태...................................................................( )점

3)주위친지,친구와의관계.................................................( )점

4)가정생활..................................................................................( )점

5)사회생활(직장,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 )점

 문3-1. 귀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00점 만점에 (             )점

■ 도시위험도
문4.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위험하다

약간 
위험하다

보통
이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5--------4--------3--------2--------1

1)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2)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3) 강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 피해

4) 건물, 엘리베이터 추락, 다리붕괴 등 여러 유형의
건축물 사고

■ 현대사회의 위험 요인에 따른 피해 정도
문5. 아래의 표에 나열되어 있는 위험들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예상

되는 피해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귀하께서 생각
하시기에 예상되는 피해 정도와 일치하는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피해가
크다

대체로
피해가

큰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피해가
없다

전혀
피해가
없다

       5--------4-------3------2-------1

1)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2) 교통사고

3) 실업

4) 핵폐기물, 방사능 사고

5) 전염병(사스,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등)

6) 부정부패

7) 폭력 범죄

   (성폭력, 학교폭력, 강도, 유괴, 폭행 및 살해 등)

8) 사회 갈등

9) 경제위기(금융위기 등)

10) 화재

11) 빈부격차 확대

12)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범죄로 인한 혼란

     (개인정보유출과 온라인 사기 등)

13)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문6. 귀하는 10년 전과 비교할 때 서울 시민이 오늘날 경험하는 위험
의 정도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위험이 매우 커졌다 ② 위험이 상당히 커졌다
③ 10년 전과 비슷하다 ④ 위험이 약간 줄었다
⑤ 위험이 많이 줄었다

문7. 현재와 비교할 때, 서울 시민이 경험할 위험의 정도가 10년 이후
에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위험이 매우 더 커질 것이다
② 위험이 다소 더 커질 것이다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④ 위험이 약간 줄어들 것이다
⑤ 위험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문8. 귀하는 지난 2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① 매우 많이 느꼈다 ② 느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느끼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느끼지 않았다

■ 자원봉사활동
문9.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1년간 다음 각 분야별로 참여횟수 및 1회당 평균 활

동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활동분야 연간 
참여횟수

1회당 
평균 

활동시간

1) 환경보전 등과 관련(마을청소, 한강 쓰레기
건져내기, 산에 쓰레기 줍기 등)

회 시간

2) 자녀교육등과관련
(일일교사, 교통지도, 급식보조등)

회 시간

3) 아동,청소년,어르신(65세이상),장애인,재소자,
노숙자등과관련(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야학교사등)

회 시간

4) 기타 자원봉사 활동 회 시간

5) 참여한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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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 귀하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절대 비참여 ➡ ( 문10-2로 )
② 참여 의향 없음 ➡ ( 문10-2로 )
③ 참여 의향 있음 ➡ ( 문10-1로 )
④ 반드시 참여 ➡ ( 문10-1로 )

문10-1. (③, ④번 응답자)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환경보전 등과 관련 ② 자녀교육 등과 관련
③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 등과 관련
④ 기타 자원봉사 활동(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

문10-2. (①, ②번 응답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
씀해주십시오.

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② 건강상의 이유로(질병, 나이 등)
③ 신청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
④ 위치적으로 멀거나 시간대를 맞추기 어려워서
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

■ 시민기부 (종교단체 기부제외) 
문11.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ARS(전화모금방식)을 이용한 기부
② 현금 직접 기부
③ 지로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송금
④ 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
⑤ 포인트 기부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
⑦ 기부한 적이 없다

■ 가족생활
문12. 아래 각 항목은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
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해당하시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한다

2) 우리 집은 물건을 사거나 여가를 즐길 때, 자녀들
위주로 결정하는 편이다

3) 우리 집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희생을
감수하는 편이다

4) 배우자에게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해당자만)

5) 우리부부는생활방식에서공통된가치관을갖고있다.(해당자만)

6)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문13. 귀하께서는 가족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위험이 우리나라에서 어
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5--------4-------3--------2--------1

 1) 이혼

 2) 무자녀 또는 저출산

 3) 부모의 가정교육 역할 감소

 4) 노인의 고립과 자살

 5) 개인주의적 경향

 6) 가족의 상부상조 기능 감소

 7) 재산 분배에 대한 갈등

■ 일과 소비
문14. 아래 각 항목은 일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옮기는 것이 좋다

2) 수입을위해일을더하기보다는여가시간을갖고싶다

3) 집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차는 있어야 한다

4)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

5)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유명상표의 제품을 산다

■ 계층인식
문15.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 계층이동 가능성
문16.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다소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문17. 아래 각 항목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 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어르신(65세이상)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문18. 아래 각 항목은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 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나 혹은 나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나는 외국인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나는 외국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19. 아래 각 항목은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인구감소문제를해결하기위해외국인이민정책이필요하다

2)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적편견해소정책이필요하다

3) 이민자들이많아지면나의일자리를빼앗길것같다



■ 사회적 신뢰
문20.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

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보통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5--------4--------3--------2--------1

1) 가족

2) 이웃

3) 처음 만난 사람

4) 다른 나라 사람

5) 공공기관

■ 사회적 차별
문2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사회에서는 어떤 요인으로 차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까? 우선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교육수준 ② 국적 ③ 나이 ④ 성별
⑤ 소득수준 ⑥ 외모 ⑦ 종교 ⑧ 직업
⑨ 출신지역 ⑩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

문22. 다음은 사회정의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
하다

다소
공평하다

보통
이다

별로
공평하지

않다

전혀
공평하지

않다

       5--------4-------3------2-------1

1) 수입과 소득

 2) 일자리/취업 기회

 3) 대학교육의 기회

 4)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5) 도시와 농촌의 발전

 6) 사회복지

 7) 조세(세금) 정책

 8) 남녀 평등

 9) 소수자의 권리(장애인 등)

■ SNS 이용
문23.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트위터 ② 페이스북 ③ 미투데이
④ 카카오스토리 ⑤ 밴드(BAND)
⑥ 싸이월드 ⑦ 블로그 ⑧ 카페
⑨ 티스토리 ⑩ 요즘(다음 요즘) ⑪ Linknow
⑫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
⑬ 이용하는 SNS 없음

■ 인터넷 사용정도
문24. 귀하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응답하기 편한 단위를 선택하여 평균 사용 시간 기록)

단위 평균 사용 시간

① 하루에

(       ) 시간 [    ]분② 일주일에

③ 한달에

④ 사용하지 않는다

■ TV 시청정도
문25. 귀하가 TV시청을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응답하기 편한 단위를 선택하여 평균 사용 시간 기록)

단위 평균 사용 시간

① 하루에

(       ) 시간 [    ]분② 일주일에

③ 한달에

④ 시청하지 않는다

■ 노후준비방법

문26. 귀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① 준비하고 있다 ➡ ( 문26-1로 )
② 준비(생각)하고 있지 않다 ➡ ( 문27로 )

 문26-1.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것입
니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국민연금, 사립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② 개인연금
③ 은행 저축(적금, 예금, 주식, 펀드 등)
④ 보험(종신보험, 암보험 등)
⑤ 부동산투자
⑥ 현재 주택규모를 줄여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할 계획임
⑦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임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 희망하는 동거형태
문27. 귀하는 나이가 들어 혼자서 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이오니 모든 분이 응답 )

①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
② 딸과 함께 살고 싶다
③ 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
④ 노인전용공간(실버타운, 양로원 등)에서 살고 싶다
⑤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싶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 노후생활 희망정도
문28. 다음의 각 항목별로 귀하께서 노후에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겠다

아마 
할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아마 
안할 

것이다

절대 
하지 

않겠다

       5--------4-------3------2-------1

 1) 소득창출 활동

 2) 취미/교양활동

 3) 종교활동

 4) 자원봉사

 5) 자기계발

 6) 손자녀 양육

■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문29. 귀하는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00점 만점에 (             )점

문30.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인지

※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함

※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

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문31. 귀하는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들어 본 적 있
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명칭 정도만 들어보았다
③ 처음 들어 본다

■ 사회적 경제 조직

※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설정’, ‘경영

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수익배분에서 사람

과 노동의 중시’라는 네 가지 원칙을 따르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을 지칭한다. 

문32. 귀하는‘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사회적 경제’라는 말의 의미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사례를 잘 알고 있다

② ‘사회적 경제’라는 말의 의미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있지는 않다

③ ‘사회적 경제’가 어떤 것이라는 의미정도만 이해한다
④ ‘사회적 경제’는 말은 들어보았으나 의미는 모르고 있다
⑤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문33. 귀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우리 사회에 어
떠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사회 양극화 해소
② 시민 참여의식 증대
③ 복지 사업의 활성화
④ 청년 실업 해소
⑤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⑨ 잘 모르겠다

문34. 귀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우리 사회에 어
떠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 간의 업무영역 다툼
②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③ 복지 전달체계(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자)의 왜곡
④ 기존 주식회사 중심의 시장경제체제와의 마찰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⑨ 잘 모르겠다

문35. 귀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
체, 협동조합 등)이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십니까?
① 아주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아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⑨ 잘 모르겠다

■ 개인성향
문36. 귀하는 어느 정도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보수적 ② 다소 보수적 ③ 중도
④ 다소 진보적 ⑤ 매우 진보적

================================================================================
※ 문37번부터 문40-1번까지는 만 65세 이상만 응답

(1948년 9월 30일 이전출생자만 응답)

■ 노인의정기적사회활동참가형태(65세 이상응답)
문37. 귀하께서는 향후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입

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운동/건강 프로그램
② 새로운 지식교육/교양프로그램
③ 사회봉사활동
④ 노래/오락 프로그램
⑤ 수입과 연결된 직업관련 프로그램
⑥ 여행, 관광, 등산, 낚시 프로그램
⑦ 사교프로그램
⑧ 전통문화 프로그램
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
⑩ 없음

문38. 귀하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직장이나 모임이 있으
신지요? 해당되는 활동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직장
② 노인정(경로당)
③ 복지관, 노인교실(노인대학)
④ 자원봉사활동 기관이나 모임
⑤ 취미활동 모임
⑥ 종교단체 모임
⑦ 시민단체, 사회단체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
⑨ 직장이나 특별한 모임이 없음

■ 노인의 건강상태 (65세 이상 응답)
문39. 귀하는 지난 1년간(2012.10.1~ 2013.9.30) 본인

의 건강을 위한 예방 접종이나 정기 검진을 받
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 지난 1년간 
받으신 횟수를 말씀해 주세요.

      (없는 경우 0회)

① 예방 접종 : 지난 1년간 _____ 회

② 건강 검진 : 지난 1년간 _____ 회

■ 노인의 월평균 소득 (65세 이상 응답)
문40. 일정한 소득이 있으실 경우, 지난 1년간(2012.10.1~ 

2013.9.30)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자소득, 임대소득 포함, 자녀에게 받는 용돈
도 포함.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월 평균으
로 말씀해 주세요.)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150만원미만 ④ 150만원- 200만원미만
⑤ 200만원 - 250만원미만 ⑥ 250만원- 300만원미만
⑦ 300만원 이상 ⑧ 소득 없음➡ (DQ1로)

 문40-1. 그렇다면, 소득 중 의료비로 월평균 얼마
정도가 지출됩니까?

                   월평균 (              )만원



※ 응답자특성 문항 ※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무학․중퇴포함)
②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
④ 대학(전문대)졸업(재학, 중퇴포함)
⑤ 대학교졸업(재학, 중퇴 포함)
⑥ 대학원수료/졸업(재학, 중퇴포함)

DQ2. 귀하께서 서울에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서울에 사신
     총 거주기간과 그 중 현 주소지에 거주기간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사로 인한 타지역 거주기간은 제외)

          서울 거주 총 기간 : 약 _____________년
          현 주소지 거주기간 : 약 _____________년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있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없음
⑩ 학생
⑪ 주부 ⑫ 무직

기타 ⑬ 기타(구체적으로 : )

 DQ3-1.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④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구체적으로 : )

 DQ3-2.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근무형태는 어떻습니까?

① 전일제
② 시간제
③ 기타(구체적으로 : )

 DQ3-3.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현재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적정 은퇴시기
DQ4. 귀하의 여건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 은퇴시기는 

다음 중 언제입니까?

① 54세 이하 ② 55세 ～ 59세
③ 60세 ～ 64세 ④ 65세 ～ 69세
⑤ 70세 ～ 74세 ⑥ 75세 이상

■ 은퇴 후 희망하는 소득활동 분야
DQ5. 귀하께서는 은퇴 후의 소득활동으로 다음 중 어떠한 방식을 가장 

희망하십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임시직)
③ 일용직(기간제) ④ 유연근무제(파트타임포함)
⑤ 창업 등 소규모 자영업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
⑦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예정임

■ 은퇴 후 희망소득
DQ6. 귀하께서는 은퇴 후의 월 소득으로 얼마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현재의 물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 이상

■ 문화환경 만족도
DQ7. 귀하는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통근/통학 여부
DQ8.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① 통학을 한다 ➡ (DQ8-1로)
② 통근을 한다 ➡ (DQ8-1로)
③ 통근이나 통학을 하지 않는다 ➡ (DQ9로)

 DQ8-1. 귀하는 어디로 통근 또는 통학하십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동 내
②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
③ 다른 구 ➡ (                구)
④ 다른 시도 ➡ (              시․도)

 DQ8-2. 그럼,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자전거 + 기타 교통수단(구체적으로 :_________)
④ 오토바이 ⑤ 버스(버스 간 환승포함)
⑥ 지하철(철도) ⑦ 버스 + 지하철
⑧ 택시 ⑨ 승용차
⑩ 승용차 + 버스 ⑪ 승용차 + 지하철
⑫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 )

 DQ8-3. 그렇다면, 귀하가 출근/등교 할 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출근/등교시간 : _________ 시간 ____________ 분

■ 보행 환경 만족도
DQ9. 귀하의 주거지역 인근이나 서울 도심(시내)에서 걸어 다니

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신지요?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 정도

2)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 정도

■ 교통 이용 만족도
DQ10. 귀하는 서울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
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이용하지 
않음
9

1)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좌석버스 등)

2) 지하철

3) 택시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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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가구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전체 가구원수 15세이상 가구원수 조사원코드

□□□□□ □□□-□□□ □□ □□ □□□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10월『서울서베이(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의 생활이나 살림살이를 비롯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정부승인통계이며,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
에는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만 15세 이상(1999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은 빠짐없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중심의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주관 서울특별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조사기관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02)3488-2715
㈜월드리서치 (02)6188-6011

가구주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 번호 면접원 성명

조 사 일 시 2014년____월____일 ____시 _____분부터 ______분 동안 조 사 표 본 ① 원표본(a) ② 대체표본(b)

주 택 형 태 ①단독주택(다가구포함) ②아파트 ③다세대주택 ④연립주택/빌라 ⑤기타(오피스텔, 상가내거처등)

주거점유형태 ①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무상및기타

코드
만15세 이상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1참조)
성별 출생 년도

혼인상태
(보기2참조)

종교
(보기3참조)

면접여부
(보기4참조)

면접가능
일자

개인 연락처

01 ① 가구주 ①남 ②여 19

02 ①남 ②여 19

03 ①남 ②여 19

04 ①남 ②여 19

05 ①남 ②여 19

06 ①남 ②여 19

07 ①남 ②여 19

08 ①남 ②여 19

※ 만 15세 이상 가구원 : 1999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보기1)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2) 혼인상태 (보기3) 종교 (보기4) 면접여부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⑤ 손자․녀 및 배우자

⑥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⑦ 조부모

⑧ 미혼형제, 자매

⑨ 기타 ( _________ )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별거  

④ 사별

① 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기타

⑥ 없다

① 조사완료
② 단기 출장/부재
③ 장기 출장/부재
④ 타 지역거주
⑤ 군입대/유학 등
⑥ 기타

서  울  특  별  시

정부승인
마크

승인번호
제 201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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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용 식수

문1. 귀댁에서는 마시는 물로 주로 어떤 물을 드십니까? (1개만 )

①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②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
③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④ 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신다
⑤ 약수, 지하수를 마신다 ⑥ 기타( )

■ 생활환경 만족도

문2.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2) 경제환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3)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4)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 에너지 관련

문3. 평상시 귀댁에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부 항목별로 생활 속에서 실천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어느 정도     별로 실천     전혀 실천
   실천          실천          안함           안함
    4----------3---------2----------1

해당사항 
없음
9

1) 불필요한 조명등 끄기

2)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3)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입

4)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하기

5) 생활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6) 시장 볼 때 장바구니 사용하기

7) 집에 쓰지 않는 물건은 남에게 주거나 기부하기

8) 중고품가게, 재활용센터, 나눔장터에서 중고물품
구입하기

■ 가사노동 분담 정도

문4. 귀댁에서는 집안일(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신지요?  
    (예 : 집안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노인 및 어린이 돌보기 등) 

①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②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③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
④ 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⑥ 비해당 (1인가구, 미혼가구, 동성으로 구성된 가구 등)

■ 이사계획

문5. 귀하(댁)는 5년 이내(2017년) 이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이사계획이 있다 ➡ ( 문5-1로 )

② 이사계획이 없다 ➡ ( 문6으로 )

 문5-1.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지역

①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② 동북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③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④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⑤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
이외
지역

⑥ 서울 이외 수도권

⑦ 그 외 지역

 문5-2. 이사 시 주거 점유 형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 무상 및 기타

■ 향후 주거 형태

문6. 귀하는 10년 후에 어떤 주택에서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오피스텔
⑤ 공동주택(실버타운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

■ 거주지 선택 시 고려요인

문7. 거주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
     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경제적 여건 ② 교육환경
③ 교통여건(지하철역 및 직장과의 거리)
④ 자녀육아 및 양육 ⑤ 주차/방 개수 등
⑥ 거주 안정성/주변 치안
⑦ 생활환경(쇼핑/산책/운동 등) ⑧ 재테크 수단
⑨ 해당 지역의 이미지 ⑩ 편익시설/위락시설
⑪ 공원 및 녹지 여건 ⑫ 기타( )

■ 아동보육 및 자녀 교육

문8. 귀댁에는 현재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 문8-1로 )  ② 없다 ➡ ( 문9로 )

 문8-1.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디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
자녀구분

출생년도 성 별
보육
방법
(보기1)

보육
시설
(보기2)

보육시설
만족도
(보기3)

1 년 ①남 ②여

2 년 ①남 ②여

3 년 ①남 ②여

4 년 ①남 ②여

문8-1. 보기(1) 보육방법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 ②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본다

③ 친인척 외에 개인에게 맡긴다 ④ 어린이집에보낸다

⑤ 유치원에 보낸다 ⑥ 기타( )

※미취학자녀보육방법에서④⑤에응답한경우만응답

(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보내는경우)
문8-1. 보기(2) 시설 유형 문8-1. 보기(3) 보육시설 만족도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민간개인

④ 가정(어린이집): 놀이방

⑤ 직장

⑥ 공동육아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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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귀댁에는 현재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 문9-1로 )  ② 없다 ➡ ( 문10으로 )

 문9-1. 현재 귀댁의 공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
다. 비용, 교육수준, 접근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전반적인 만
족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문9-2. 현재 귀댁의 사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
다. 각 부문별로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사교육 비용

2) 사교육의 수준 및 질(교육시설, 교사 등)

3) 사교육 접근성(위치, 학원 수 등)

■ 가족안전유형

문10.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귀하 또는 귀댁에서 위험을 느끼셨던 일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이혼, 별거, 취업, 입대 등)
② 가족의 건강 이상(입원, 수술 등)
③ 실직 또는 파산
④ 직업 불안정(비정규직 전환 등)
⑤ 산업 재해
⑥ 범죄 피해(사기, 절도, 폭행, 살인 등)
⑦ 투자 손실(주식, 부동산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
⑨ 해당사항 없음

■ 생활안전도

문11.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은 다음의 각 항목과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           심각하지         전혀    
 심각하다         하다             않다       심각하지않다
    1------------2------------3------------4

1) 소음

2) 대기 오염

3) 휴식 공간 및 녹지 부족

4) 수질 오염

5) 범죄, 폭력

6) 길거리의 쓰레기방치

7) 주차 질서

■ 가구 부채

문12. 귀댁에 부채가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택 임차 및 구입 ②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③ 의료비 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⑤ 재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 없다

■ 반려동물

문13. 귀댁에는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문13-1로 )

② 없다 ➡ ( 문14로 )

문13-1. 귀댁의 반려동물은 어떤 경로로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현재 같이 지내고 있는 동물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마리수
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입경로 개 고양이 기타

1) 동물판매업소(애견판매업소, 동물병원등)

2) 친지, 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 유상

입양

3) 친지, 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 무상

입양

4) 인터넷을 통해 구입

5) 유기동물 입양

6) 원래 기르던 동물이 낳은 새끼

7) 기타(구체적으로: )

■ 소득수준

문14. 이번에는 귀댁의 경제소득 수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우리나
라 가구의 경제 소득수준(소득, 자산 등 포함)의 최하층을 1로, 
최상층을 10으로 구분한다면, 귀댁의 경제소득수준은 어디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최하층 중간 최상층

※ 응답가구특성 문항 ※

DQ1. 귀댁의 지난 1년 동안(2013.10.1~2014.9.30) 세금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③ 100～150만원 미만 ④ 150～200만원 미만
⑤ 200～250만원 미만 ⑥ 250～300만원 미만
⑦ 300～350만원 미만 ⑧ 350～400만원 미만
⑨ 400～450만원 미만 ⑩ 450～500만원 미만
⑪ 500～550만원 미만 ⑫ 550～600만원 미만
⑬ 600～650만원 미만 ⑭ 650～700만원 미만
⑮ 700～750만원 미만 ⑯ 750～800만원 미만
⑰ 800～850만원 미만 ⑱ 850～900만원 미만
⑲ 9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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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민 고향 인식도

문1.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이 고향과 같이 느끼시는지요?

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이 고향같이 느껴진다
②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서울이 고향 같지 않다
③ 서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 같이
느껴진다

④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 서울축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자 만족도

문2. 귀하는 서울시 및 구청에서 개최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예 : Hi! Seoul 페스티발, 청계천축제, 불꽃축제 등 )

⑤ 매우 관심있다 ④ 약간 관심있다 ③ 보통이다
② 약간 관심없다 ① 전혀 관심없다

 문2-1. 귀하는 서울에서 개최된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 (문2-2로) ② 없다 ➡ (문3으로)

 문2-2. 귀하는 축제에 참여하신 후 어느 정도 만족하셨는지요?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사회자본

문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 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친목회/친목계 ② 동창회/동창모임
③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④ 인터넷 커뮤니티
⑤ 동호회 ⑥ 자원봉사단체
⑦ 시민단체 ⑧ 노조 및 직능 단체
⑨ 정당 ⑩ 종교단체
⑪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
⑫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

■ 행복지수

문4.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1)자신의 건강상태...........................................( )점

2)자신의 재정상태...........................................( )점

3)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점

4)가정생활 .....................................................( )점

5)사회생활(직장,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등)...........( )점

 문4-1. 귀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0
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요즘 귀하의 행복
정도를 점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100점 중 (             )점

■ 도시위험도

문5.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위험하다

약간 
위험하다

보통
이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5--------4--------3--------2--------1

1)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2)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3) 강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 피해

4) 건물, 엘리베이터 추락, 다리붕괴 등 여러 유형의 
건축물 사고

■ 현대사회의 위험 요인에 따른 피해 정도

문6. 아래의 표에 나열되어 있는 위험들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예상
되는 피해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귀하께서 생각
하시기에 예상되는 피해 정도와 일치하는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피해가
크다

대체로
피해가

큰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피해가

없는 편이다

전혀
피해가
없다

       5--------4-------3------2-------1

1) 자연재해(태풍, 지진, 홍수 등)

2) 교통사고

3) 실업

4) 핵폐기물, 방사능 사고, 피해

5) 전염병(사스,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에볼라등)

6) 부정부패

7) 폭력 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강도, 유괴, 폭행
및살해등)

8) 사회 갈등

9) 경제위기(금융위기 등)

10) 화재

11) 빈부격차 확대

12)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범죄로 인한 혼란
(개인정보유출과 온라인 사기 등)

13)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문7. 귀하는 10년 전과 비교할 때 서울 시민이 오늘날 경험하는 위험
의 정도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위험이 매우 커졌다 ② 위험이 상당히 커졌다
③ 10년 전과 비슷하다 ④ 위험이 약간 줄었다
⑤ 위험이 많이 줄었다

2014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 - 가구원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가구원 코드 출생년도 성   명

□□□□□ □□□-□□□ □□ □□□□

조사주관 서울특별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조사기관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02)3488-2715
㈜월드리서치 (02)6188-6011

정부승인
마크

승인번호
제 201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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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 현재와 비교할 때, 서울 시민이 경험할 위험의 정도가 10년 이후
에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위험이 매우 더 커질 것이다
② 위험이 다소 더 커질 것이다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④ 위험이 약간 줄어들 것이다
⑤ 위험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문9. 귀하는 지난 2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① 매우 많이 느꼈다 ② 느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느끼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느끼지 않았다

■ 환경

문10. 귀하는 개인적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음 중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세부 항목별로 생
활 속에서 실천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어느 정도     별로 실천     전혀 실천
   실천          실천          안함           안함
    4----------3---------2----------1

해당사항 
없음
9

1)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2) 자가용 이용 자제, 대중교통 자주 이용

3) 자가용 이용시 경제속도 준수

4) 재활용되는 상품을 먼저 구입

5)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 생활화

(절전, 절수 등을 생활 속에 실천)

문11.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녹지(공원, 숲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문화 활동

문1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곳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이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본인이 직접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없으면 0회 표시)

     (비용은 음식비 및 교통비는 제외하며, 무료로 관람(입장)한 경우

     방문횟수에는 포함되며 비용은 제외됨.)

항     목 연간방문횟수 연간 총비용

1)전시회관람(미술,사진,건축,디자인등) 회 원

2) 박물관관람 회 원

3) 음악및무용발표회관람(클래식,
오페라, 발레등)

회 원

4) 전통예술공연관람(국악,민속놀이등) 회 원

5) 연극공연관람(뮤지컬포함) 회 원

6) 극장에서영화관람 회 원

7) 대중공연관람(쇼,콘서트,마술쇼등) 회 원

8) 스포츠경기관람 회 원

문13. 귀하는 거주지 주변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문13-1. 귀하는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문14. 귀하께서는 문화활동에 관람(참석)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번째 : ), (두번째 : )

① 비용이 많이 든다

②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③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④ 문화공간까지의 교통이 불편하다

⑤ 시설(편의시설)이 불편하다

⑥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⑦ 사전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예매, 예약 등)

⑧ 기타( )

문15. 평소 귀하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⑤ 아주 비중이 높음 ④ 비중이 높은 편 ③ 보통이다

② 비중이 낮은 편 ① 매우 비중이 낮음

■ 도시정체성, 서울브랜드 등

문16. 귀하는 지난 1년동안 서울의 역사문화유적지(고궁, 성곽, 

역사적 인물의 생가, 문화재가 있는 사찰 등)를 방문한 경

험이 있으십니까? 방문 경험이 있다면 연간 몇 회입니까?

① 있다(연간 방문횟수 _______회) ② 없다

■ 여가 활용 형태

문17. 귀하께서는 평소 주말이나 휴일에 어떤 여가 활동을 하십니까? 
주로 하는 순서에 따라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TV 또는 비디오(DVD)시청

②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등)

③ 창작적 취미활동(독서, 미술, 악기연주 등)

④ 운동경기 관람 ⑤ 운동(축구, 테니스, 조깅 등)

⑥ 여행, 야외 나들이 ⑦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⑧ 사회봉사활동(자원봉사, 사교모임 등)

⑨ 종교활동 ⑩ 휴식(여가활동을 하지 않음)

⑪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문18. 귀하께서는 여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① 혼자서 ② 가족(친적 포함)과 함께

③ 친구(연인포함)와 함께 ④ 직장 동료

⑤ 동호회(종교단체 등 포함) 활동을 통해서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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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 귀하께서는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TV 또는 비디오(DVD)시청

②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등)

③ 창작적 취미활동(독서, 미술, 악기연주 등)

④ 운동경기 관람 ⑤ 운동(축구, 테니스, 조깅 등)

⑥ 여행, 야외 나들이 ⑦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⑧ 사회봉사활동(자원봉사, 사교모임 등)

⑨ 종교활동 ⑩ 휴식(여가활동을 하지 않음)

⑪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 규칙적인 운동 실천자 비율

문20. 귀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니까? ( 1회 30분이상 )

①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 (문20-1로)

② 주 1-2회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 (문20-1로)

③ 규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운동을 한다 ➡ (문20-1로)

④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 (문20-2로)

 문20-1. 귀하께서 주로 운동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응답 후 문21로)

① 공원 및 산 등의 산책로

② 지자체 및 공공기관 운영 시설(문화센터 등)

③ 학교체육시설

④ 민간상업체육시설(헬스클럽, 피트니스, 요가 등)

⑤ 직장내 체육시설

⑥ 집에서 간단한 운동(스트레칭 등)

⑦ 기타(구체적으로 : )

 문20-2.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① 운동을 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② 함께 운동을 할 사람이 없어서

③ 운동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④ 운동을 싫어해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 )

■ 평생교육

문21. 귀하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받으신 교육을 제외하고 문화, 예능, 

예술 및 교양 관련한 다음의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받아 보신 적이 있는 항목을 모두 골라 주세요.

①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

② 학원, 사회(평생)교육원 수강

③ 지역 문화 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 강좌 수강

④ TV 및 인터넷 학습 강좌 수강

⑤ 스터디클럽, 개인과외 등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⑦ 받아 본 적 없다

 문21-1. 귀하는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과정의 

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선 순서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컴퓨터 관련 교육 ② 전통기능, 전통문화 관련 교육

③ 일반기술직업교육 ④ 어학 관련 교육

⑤ 취미, 문화, 교양, 여가선용 관련 교육

⑥ 사회봉사 관련 교육

⑦ 정규교육 과정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⑨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

■ 자원봉사활동

문22. 귀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환경개선, 독거노인문제, 

장애인문제, 노숙자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자원봉사

활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매우 중요 ④ 약간 중요 ③ 보통이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문23.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1년간 다음 각 분야별로 참여횟수 및 1회당 평균 활동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활동분야 연간 
참여횟수

1회당 
평균 

활동시간

1) 환경보전 등과 관련
(마을청소, 한강 쓰레기 건져내기, 산에 쓰레
기 줍기 등)

회 시간

2) 자녀교육등과관련
(일일교사, 교통지도, 급식보조등)

회 시간

3) 아동,청소년, 어르신(65세이상),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 등과 관련(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
사, 야학교사등)

회 시간

4) 문화예술관련(문화교육, 안내, 재능기부등) 회 시간

5) 참여한 적 없음

문24. 귀하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④ 반드시 참여 ➡ ( 문24-1로 )

③ 참여 의향 있음 ➡ ( 문24-1로 )

② 참여 의향 없음 ➡ ( 문24-2로 )

① 절대 비참여 ➡ ( 문24-2로 )

 문24-1.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려는 가장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문25로)

① 아무댓가 없이 순수하게 남을 돕는 것이 좋다

② 평소 사회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③ 경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을 위해

④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⑤ 봉사활동을 통한 다양한 인맥 형성을 위해

⑥ 봉사활동이 주는 자긍심 때문에

⑦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24-2. (참여 의향이 없다면) 참여하고 싶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② 건강상의 이유로(질병, 나이 등)

③ 신청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

④ 위치적으로 멀거나 시간대를 맞추기 어려워서

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



- 7 -

문25.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 중 가장 우선
으로 개선되어야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서대
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② 봉사자의 자질 향상

③ 봉사기관의 이해와 협조

④ 봉사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정

⑤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⑥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⑦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시민기부 (종교단체 기부제외) 

문26.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ARS(전화모금방식)을 이용한 기부

② 현금 직접 기부

③ 지로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송금

④ 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 ⑤ 포인트 기부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

⑦ 기부한 적이 없다

■ 계층 인식

문27.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 계층이동 가능성

문28.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

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⑤ 매우 높다 ④ 다소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다소 낮은 편이다 ① 매우 낮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문29. 아래 각 항목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 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어르신(65세이상)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사회적 신뢰

문30.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

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보통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5--------4--------3--------2--------1

1) 가족

2) 이웃

3) 처음 만난 사람

4) 다른 나라 사람

5) 공공기관

■ 사회적 차별

문3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사회에서는 어떤 요인으로 차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까? 우선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교육수준 ② 국적 ③ 나이 ④ 성별

⑤ 소득수준 ⑥ 외모 ⑦ 종교 ⑧ 직업

⑨ 출신지역 ⑩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

문32. 귀하께서는 가족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위험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5--------4-------3--------2--------1

 1) 이혼

 2) 무자녀 또는 저출산

 3) 부모의 가정교육 역할 감소

 4) 노인의 고립과 자살

 5) 개인주의적 경향

 6) 가족의 상부상조 기능 감소

 7) 재산 분배에 대한 갈등

문33. 다음은 사회정의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공평
하다

다소
공평하다

보통
이다

별로
공평하지

않다

전혀
공평하지

않다

       5--------4-------3------2-------1

1) 수입과 소득

 2) 일자리/취업 기회

 3) 대학교육의 기회

 4)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5) 도시와 농촌의 발전

 6) 사회복지

 7) 조세(세금) 정책

 8) 남녀 평등

 9) 소수자의 권리(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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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문34. 귀하는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100점은 가장 자부심이 높은 상태, 0점은 전혀 자부심이 없

는 상태를 말합니다. 귀하의 자부심 정도를 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점

문35.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⑤ 매우 그렇다 ④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지역의 문화와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중심의 활동을 펼

치는 것을 말함. 마을공동체 사업에는 마을공동육아, 마을

기업, 마을창작공간, 마을아카데미 등 사람들을 연결하여 

일자리도 만들고 마을이라는 공동체 소속감을 높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음.  

문36. 귀하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 있다 ④ 전혀 모른다

 문36-1. 다음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나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2) 나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현재 서울시

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사회적 경제 조직

※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설정’, ‘경영

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수익배분에서 사람

과 노동의 중시’라는 네 가지 원칙을 따르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을 지칭한다. 

문37. 귀하는‘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 있다 ④ 전혀 모른다

문38. 귀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측면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우선적

으로 생각하시는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사회 양극화 해소 ② 시민 참여의식 증대

③ 복지 사업의 활성화 ④ 청년 실업 해소

⑤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문39. 귀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측면

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우선적

으로 생각하시는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 간의 업무영역 다툼

②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③ 복지 전달체계(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자)의 왜곡

④ 기존 주식회사 중심의 시장경제체제와의 마찰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문40. 귀하는 사회적 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협동

조합 등)가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① 아주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아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개인성향

문41. 귀하는 어느 정도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⑤ ④ ③ ② ① ⓪ ① ② ③ ④ ⑤

매우
진보 중도

매우
보수

■ 통근/통학 여부

문42.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① 통학을 한다 ➡ (문42-1로)

② 통근을 한다 ➡ (문42-1로)

③ 통근이나 통학을 하지 않는다 ➡ (문43으로)

 문42-1. 귀하는 어디로 통근 또는 통학하십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동 내

②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

③ 다른 구 ➡ (                구)

④ 다른 시도 ➡ (              시․도)

 문42-2. 그럼,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자전거 + 기타 교통수단(구체적으로 :_________)

④ 오토바이 ⑤ 버스(버스 간 환승포함)

⑥ 지하철(철도) ⑦ 버스 + 지하철

⑧ 택시 ⑨ 승용차

⑩ 승용차 + 버스 ⑪ 승용차 + 지하철

⑫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 )

 문42-3. 그렇다면, 귀하가 출근/등교 할 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출근/등교시간 : _________ 시간 ____________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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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환경 만족도

문43. 귀하의 주거지역 인근이나 서울 도심(시내)에서 걸어 
다니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신지요?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 정도

2)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 정도

■ 자전거 이용 행태

문44. 귀하는 현재 자전거를 이용 하고 계십니까?

① 이동(출퇴근,장보기,업무등)수단으로이용 ➡  (문44-1로)

② 운동(레저 등) 수단으로 이용 ➡ (문44-1로)

③ 이용하지 않음 ➡ (문45로)

 문44-1. 귀하는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교통 이용 만족도

문45. 귀하는 서울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이용하지 
않음
9

1)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좌석버스 등)

2) 지하철

3) 택시

문46. 귀하는 서울의 버스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노선편성 및 다른 교통 수단과의 연계, 노선 간

환승이 편리하다

2) 버스 운행시간 간격이 적절하다

3) 정류장 간 거리 및 정류장의 위치가 적절하다

4) 버스 이용 요금이 적절하다

5) 버스 도착시간이 정확하다

문47. 귀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47-1로) ② 없다 ➡ (문48로)

 문47-1.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① 고용주 ② 단독자영업자

③ 상용근로자 ④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구체적으로 : )

※ 상용근로자 : 정규직원으로 고용, 근로계약 1년 이상

임시직, 일용직근로자 : 임시직원(아르바이트, 부업 포함),

근로계약 1년 미만

 문47-2. 귀하의 근무형태는 어떻습니까?

① 전일제 ② 시간제

③ 기타(구체적으로 : )

 문47-3. 귀하의 현재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은퇴 시기

문48. 귀하의 여건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 은퇴

시기는 다음 중 언제입니까?

① 54세 이하 ② 55세 ～ 59세

③ 60세 ～ 64세 ④ 65세 ～ 69세

⑤ 70세 ～ 74세 ⑥ 75세 이상

■ 은퇴 후 희망소득

문49. 귀하께서는 은퇴 후의 월 소득으로 얼마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물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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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특성 문항 ※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무학․중퇴포함)

②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

④ 대학(전문대)졸업(재학, 중퇴포함)

⑤ 대학교졸업(재학, 중퇴 포함)

⑥ 대학원수료/졸업(재학, 중퇴포함)

DQ2. 귀하께서 서울에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서울에 사신

     총 거주기간과 그 중 현 주소지에 거주기간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사로 인한 타지역 거주기간은 제외)

          서울 거주 총 기간 : 약 _____________년

          현 주소지 거주기간 : 약 _____________년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있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없음
⑩ 학생

⑪ 주부 ⑫ 무직

기타 ⑬ 기타(구체적으로 : )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5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가구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전체 가구원수 15세이상 가구원수 조사원코드

□□□□□ □□□-□□□ □□ □□ □□□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10월『서울서베이(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민의 생활이나 살림살이를 비롯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정부승인통계이며,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
에는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만 15세 이상(2000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은 빠짐없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중심의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수행기관 ㈜메트릭스코퍼레이션 (02) 6244-0761

가구주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 번호 면접원 성명

조 사 일 시 2015년____월____일 ____시 _____분부터 ______분 동안 조 사 표 본 ① 원표본(a) ② 대체표본(b)

주 택 형 태 ①단독주택(다가구포함) ②아파트 ③다세대주택 ④연립주택/빌라 ⑤기타(오피스텔, 상가내거처등)

주거점유형태 ①자기집 ②전세(월세없음) ③보증금있는월세 ④보증금없는월세 ⑤사글세 ⑥무상(관사, 사택등)

코드
만15세 이상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1참조)
성별 출생 년도

혼인상태
(보기2참조)

종교
(보기3참조)

면접여부
(보기4참조)

면접가능
일자

개인 연락처

01 ① 가구주 ①남 ②여 □□□□ 년

02 ①남 ②여 □□□□ 년

03 ①남 ②여 □□□□ 년

04 ①남 ②여 □□□□ 년

05 ①남 ②여 □□□□ 년

06 ①남 ②여 □□□□ 년

07 ①남 ②여 □□□□ 년

08 ①남 ②여 □□□□ 년

※ 만 15세 이상 가구원 : 2000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보기1)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2) 혼인상태 (보기3) 종교 (보기4) 면접여부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⑤ 손자․녀 및 배우자

⑥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⑦ 조부모

⑧ 미혼형제, 자매

⑨ 기타 ( _________ )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별거  

④ 사별

⑤ 동거

① 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기타 ( )

⑥ 없다

① 조사완료
② 단기 출장/부재
③ 장기 출장/부재
④ 타 지역거주
⑤ 군입대/유학 등
⑥ 기타

서  울  특  별  시

제 201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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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 만족도
문1.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2) 경제환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3)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4)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 에너지 관련
문2 귀하는 지구온난화 방지 및 자원절약을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항상
실천     

실천
하는 편

보통
이다

실천하지
않는 편

전혀
실천하지 
않는 편

      5--------4-------3---------2--------1

1)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2) 일상생활에서절전이나절수등에너지절약노력

3) 물건을 살 때 장바구니를 이용

4) 안쓰는 물건은남에게주거나중고로판매/기부

5) 중고품 가게나 재활용센터에서 중고물품 구입

6) 재활용 원료나재생소재로만든제품구매노력

■ 가사노동 분담 정도
문3. 귀댁에서는 집안일(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신지요?  
    (예 : 집안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노인 및 어린이 돌보기 등) 

①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②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③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
④ 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⑥ 비해당 (1인가구, 미혼가구, 동성으로 구성된 가구 등)

■ 이사 경험 및 주거형태
문4. 귀하(댁)는 5년 이내 이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이사계획이 있다 ➡ ( 문4-1로 )

② 이사계획이 없다 ➡ ( 문5로 )

  문4-1.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지역

①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② 동북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③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④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⑤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
이외
지역

⑥ 서울 이외 수도권

⑦ 그 외 지역

 문4-2. 이사 시 주거 점유 형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① 자기집 ② 전세(월세 없음)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사글세 ⑥무상(관사, 사택등)

■ 향후 주거 형태
문5. 귀하는 10년 후에 어떤 주택에서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오피스텔
⑤ 공동주택(실버타운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

■ 거주지 선택 시 고려요인
문6. 거주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
     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경제적 여건 ② 교육환경
③ 교통여건(지하철역 및 직장과의 거리)
④ 자녀육아 및 양육 ⑤ 거주 안정성/주변 치안
⑥ 재테크 수단 ⑦ 해당 지역의 이미지
⑧ 편익시설/위락시설 ⑨ 공원 및 녹지 여건
⑩ 기타( )

■ 아동보육 및 자녀 교육
문7. 귀댁에는 현재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 문7-1로 )  ② 없다 ➡ ( 문8로 )

 문7-1.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는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디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
자녀구분 출생년도 성  별 보육 방법

(보기1)

보육
시설

(보기2) 

보육시설
만족도
(보기3)

1 □□□□ 년 ①남 ②여

2 □□□□ 년 ①남 ②여

3 □□□□ 년 ①남 ②여

4 □□□□ 년 ①남 ②여

문7-1. 보기(1) 보육방법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 ②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본다

③ 친인척 외에 개인에게 맡긴다 ④ 어린이집에보낸다

⑤ 유치원에 보낸다 ⑥ 기타( )

※ 미취학 자녀 보육방법에서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문7-1. 보기(2) 시설 유형 문7-1. 보기(3) 보육시설 만족도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민간개인

④ 가정(어린이집): 놀이방

⑤ 직장

⑥ 공동육아(부모협동)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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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 귀댁에는 현재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 문8-1로 )    ② 없다 ➡ ( 문9로 )

 문8-1. 현재 귀댁의 공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용, 교육수준, 접근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문8-2. 현재 귀댁의 사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
다. 각 부문별로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사교육 비용

2) 사교육의 수준 및 질(교육시설, 교사 등)

3) 사교육 접근성(위치, 학원 수 등)

■ 가족안전유형
문9.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과 관련하여, 지

난 1년간 귀하 또는 귀댁에서 위험을 느끼셨던 일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이혼, 별거, 취업, 입대 등)
② 가족의 건강 이상(입원, 수술 등)
③ 실직 또는 파산
④ 직업 불안정(비정규직 전환 등)
⑤ 산업 재해
⑥ 범죄 피해(사기, 절도, 폭행, 살인 등)
⑦ 투자 손실(주식, 부동산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
⑨ 해당사항 없음

■ 생활안전도
문10.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은 다음의 각 항목과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           심각하지         전혀    
 심각하다         하다             않다       심각하지 않다
    4------------3------------2------------1

1) 소음

2) 대기 오염

3) 휴식 공간 및 녹지 부족

4) 수질 오염

5) 범죄, 폭력

6) 길거리의 쓰레기방치

7) 주차 질서

■ 가구 부채
문11. 귀댁에 부채가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택 임차 및 구입 ②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③ 의료비 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생활비

⑤ 재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 없다

문12. 이번에는 귀댁의 경제소득 수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우리나
라 가구의 경제 소득수준(소득, 자산 등 포함)의 최하층을 1로, 
최상층을 10으로 구분한다면, 귀댁의 경제소득수준은 어디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최하층 중간 최상층

■ 반려동물
문13. 귀댁에는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문13-1로 )          ② 없다 ➡ ( 문14로 )

문13-1. 귀댁의 반려동물은 어떤 경로로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현재 같이 지내고 있는 동물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마리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입 경로 개 고양이 기타

1) 동물판매업소(애견판매업소, 동물병원등)

2) 친지, 친구등아는사람을통해유상입양

3) 친지, 친구등아는사람을통해무상입양

4) 인터넷을통해구입

5) 유기동물입양

6) 원래기르던동물이낳은새끼

7) 기타(구체적으로: )

■ 응답가구특성 문항
문14. 귀댁의 지난 1년 동안(2014.10.1~2015.9.30) 세금납부(공제)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
(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③ 100～150만원 미만 ④ 150～200만원 미만

⑤ 200～250만원 미만 ⑥ 250～300만원 미만

⑦ 300～350만원 미만 ⑧ 350～400만원 미만

⑨ 400～450만원 미만 ⑩ 450～500만원 미만

⑪ 500～550만원 미만 ⑫ 550～600만원 미만

⑬ 600～650만원 미만 ⑭ 650～700만원 미만

⑮ 700～750만원 미만 ⑯ 750～800만원 미만

⑰ 800～850만원 미만 ⑱ 850～900만원 미만

⑲ 900만원 이상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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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민 고향 인식도
문1. 귀하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출생하셨는지요? 

① 서울 출생 ② 경기, 인천 출생
③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출생 아님)

문1-1. 귀하는 서울이 고향이라고 느끼시는지요? 

① 서울이 고향같은 느낌이 아주 크다
② 서울이 고향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 있다
③ 서울이 고향같은 느낌이 별로 없다
④ 서울이 고향같은 느낌이 거의 없다

■ 사회자본
문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

이 있습니까? 참여 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친목회/친목계 ② 동창회/동창모임
③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④ 인터넷 커뮤니티
⑤ 각종 동호회 ⑥ 자원봉사단체
⑦ 시민운동단체 ⑧ 노조 및 직능 단체
⑨ 정당 ⑩ 종교단체
⑪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
⑫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

문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습니까? 

    

1)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2) 갑자기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 행복지수
문4.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1) 자신의 건강상태 점

2) 자신의 재정상태 점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점

4) 가정생활 점

5) 사회생활(직장,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등) 점

문5. 다음의 삶의 만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에서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의 보기 중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
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1) 나는내삶의성격, 건강(개인적측면)등에대해서
만족한다

점

2) 나는내삶의주위사람들과의관계(관계적측면)에
대해서만족한다.

점

3) 나는내직장,지역사회(소속집단)에대해서만족한다 점  

문6. 다음은 귀하가 경험한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 2주동안    
다음에 제시되는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습니까? ‘전혀 느끼지 
않았다(0점)’에서부터 ‘항상 느꼈다(10점)’까지의 보기 중에서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전혀
느끼지
않았다

보통
항상

느꼈다
  0   1   2   3   4   5   6   7   8   9  10

1) 즐거운 점

2) 행복한 점

3) 편안한 점

4) 짜증나는 점

5) 부정적인 점

6) 무기력한 점

문7.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
까? 귀하의 행복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불행한 상태는 0
점, 가장 행복한 상태는 10점입니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문8. 귀하는 지난 2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① 매우 많이 느꼈다 ② 느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느끼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느끼지 않았다

문8-1.  (문8의 ①, ②, ③번 응답자만) 귀하에게 스트레스를 준 요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건강상태(본인 혹은 가족) ② 재정상태
③ 가족, 친구와의 관계
④ 직장, 학교 등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
⑤ 과도한 업무/과도한 학습량 ⑥ 실업
⑦ 가정관리(가사업무, 가족 돌보기 등) ⑧ 기타( )

■ 도시위험도
문9. 다음 항목의 위험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보통
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5--------4--------3--------2--------1

1)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2) 핵폐기물, 방사능 사고

3) 전염병(사스,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메르스등)

4) 안전사고(선박사고, 항공기사고, 씽크홀 등)

5) 안보(전쟁, 국제분쟁, 북한과 대치 등)

6) 경제위기(금융위기 등)

7) 실업

8) 부정부패

9) 폭력 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강도, 유괴, 폭행및살해등)

10) 사회 갈등(빈부격차, 세대갈등 등)

11)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범죄로 인한 혼란
     (개인정보유출과 온라인 사기 등)

2015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 - 가구원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가구원 코드 출생년도 성   명

□□□□□ □□□-□□□ □□ □□□□

조사기관 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수행기관 ㈜메트릭스코퍼레이션
(02)6244-0761 제 201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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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 귀하는 10년 전과 비교할 때 서울 시민이 오늘날 경험하는 위험
의 정도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위험이 매우 커졌다 ② 위험이 상당히 커졌다

③ 10년 전과 비슷하다

④ 위험이 약간 줄었다 ⑤ 위험이 많이 줄었다

문11. 현재와 비교할 때, 서울 시민이 경험할 위험의 정도가 10년 이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위험이 매우 더 커질 것이다

② 위험이 다소 더 커질 것이다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④ 위험이 약간 줄어들 것이다

⑤ 위험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 자원봉사활동
문12.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1년간 다음 각 분야별로 참여횟수 및 1회당 평균 활

동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활동분야 연간 
참여횟수

1회당 
평균 

활동시간

1) 환경보전 등과 관련(마을청소, 한강
쓰레기 건져내기, 산에 쓰레기 줍기 등)

회 시간

2) 자녀교육등과관련
(일일교사, 교통지도, 급식보조등)

회 시간

3) 아동, 청소년,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 등과 관련
(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야학교사등)

회 시간

4) 문화예술관련(문화교육, 안내, 재능기부등) 회 시간

5) 참여한 적 없음

문13. 귀하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절대 비참여 ➡ ( 문14로 )

② 참여 의향 없음 ➡ ( 문14로 )

③ 참여 의향 있음 ➡ ( 문13-1로 )

④ 반드시 참여 ➡ ( 문13-1로 )

문13-1. (문13의 ③, ④번 응답자)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어떻게 되십니까? 희망하는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생활편의 ②안전․방범 ③문화행사

④환경보호 ⑤행정보조 ⑥교육

⑦주거환경 ⑧상담 ⑨보건의료

⑩멘토링 ⑪국제협력 ⑫농어촌

⑬인권․공익 ⑭재해․재난․응급 ⑮기타( )

■ 시민기부 (종교단체 기부제외) 
문14.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ARS(전화모금방식)을 이용한 기부

② 현금 직접 기부

③ 지로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송금

④ 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

⑤ 포인트 기부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

⑦ 기부한 적이 없다

■ 가족생활
문15. 아래 각 항목은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
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해당하시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 한다

2) 우리 집은 물건을 사거나 여가를 즐길 때, 자녀들
위주로 결정하는 편이다

3) 우리 집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희생을
감수하는 편이다

4)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5) (유배우자만) 배우자에게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

6) (유배우자만) 우리부부는생활방식에서공통된
가치관을갖고있다

문16. 귀하께서는 가족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위험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보통
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5--------4-------3--------2--------1

 1) 이혼

 2) 무자녀 또는 저출산

 3) 부모의 가정교육 역할 감소

 4) 노인의 고립과 자살

 5) 개인주의적 경향

 6) 가족의 상부상조 기능 감소

 7) 재산 분배에 대한 갈등

8)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 일과 소비
문17. 아래 각 항목은 일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옮기는 것이 좋다

2) 수입을위해일을더하기보다는여가시간을갖고싶다

3) 집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차는 있어야 한다

4)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

5)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유명상표의 제품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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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계층
문18. 귀하는 귀하의 지위가 사회, 경제적 여건을 기준으로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최하층) 2 3 4 5 6 7 8 9

10
(최상층)

   
문18-1. 그렇다면 귀하가 성장할 당시(15세 전후), 어느 지위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최하층) 2 3 4 5 6 7 8 9

10
(최상층)

문19. 우리사회에서 내가 노력하면,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⑤ 매우 높다 ④ 다소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다소 낮은 편이다 ① 매우 낮다

문19-1. 우리사회에서 내가 노력하면, 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⑤ 매우 높다 ④ 다소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다소 낮은 편이다 ① 매우 낮다

문20. 우리 사회에 서민이란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래 그림에서 몇단계부터 몇단계까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 ( 시작점           )  ➡ ( 끝점          )

1
(최하층) 2 3 4 5 6 7 8 9 10

(최상층)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문21. 아래 각 항목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 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어르신(65세이상)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문22. 아래 각 항목은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 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나는 외국인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나는 외국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나 혹은 나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문23. 아래 각 항목은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1) 인구감소문제를해결하기위해외국인이민정책이필요하다

2)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적편견해소정책이필요하다

3) 이민자들이많아지면일자리를빼앗아간다.

■ 사회적 신뢰
문24.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과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

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보통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5--------4--------3--------2--------1

1) 가족

2) 이웃

3) 낯선 사람

4) 공공 기관

■ 사회적 차별
문25.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사회에서는 어떤 요인으로 차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교육수준 ② 국적 ③ 나이 ④ 성별
⑤ 소득수준 ⑥ 외모 ⑦ 종교 ⑧ 직업
⑨ 출신지역 ⑩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

문26. 다음은 사회정의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공평
하다

다소
공평하다

보통
이다

별로
공평하지

않다

전혀
공평하지

않다

       5--------4-------3------2-------1

1) 수입과 소득

 2) 일자리/취업 기회

 3) 대학교육의 기회

 4)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5) 도시와 농촌의 발전

 6) 사회복지

 7) 조세(세금) 정책

 8) 남녀 평등

 9) 소수자의 권리(장애인 등)

■ 노후준비방법

문27. 귀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① 준비하고 있다 ➡ ( 문27-1로 )

② 준비(생각)하고 있지 않다 ➡ ( 문28로 )

 문27-1.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것입
니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국민연금, 사립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② 개인연금
③ 은행 저축(적금, 예금, 주식, 펀드 등)
④ 보험(종신보험, 암보험 등)
⑤ 부동산투자
⑥ 현재 주택규모를 줄여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할 계획임
⑦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임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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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적정 생활비
문28. 귀하께서는 은퇴 후의 월 생활비는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현재의 물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③ 100～150만원 미만 ④ 150～200만원 미만
⑤ 200～250만원 미만 ⑥ 250～300만원 미만
⑦ 300～350만원 미만 ⑧ 350～400만원 미만
⑨ 400만원 이상

■ 희망하는 동거형태
문29. 귀하는 나이가 들어 혼자서 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이오니 모든 분이 응답 )

①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
② 딸과 함께 살고 싶다
③ 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
④ 노인전용공간(실버타운, 양로원 등)에서 살고 싶다
⑤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싶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 )

■ 노후생활 희망정도
문30. 다음의 각 항목별로 귀하께서 노후에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겠다

아마 
할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아마 
안할 

것이다

절대 
하지 

않겠다

       5--------4-------3------2-------1

 1) 소득창출 활동

 2) 취미/교양활동

 3) 종교 활동

 4) 자원봉사

 5) 자기계발

 6) 손자녀 양육

■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문31. 귀하는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보통

전혀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

매우 
자부심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32.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⑤ 매우 그렇다 ④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① 전혀 그렇지 않다

문3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 보기의 항목 중 직접 참여해본 경험
이 있으십니까? 해당 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순 문의 ① 있다 ② 없다

2) 민원제안 및 제기 ① 있다 ② 없다

3) 정치사회적 의견 달기  (시장 페이스북, 트윗에 리플이나 댓글달기 포함 등) ① 있다 ② 없다

4) 마을만들기, 공유도시 등 서울시 정책관련 사업 ① 있다 ② 없다

5) 정책제안 (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스 등) ① 있다 ② 없다

6) 집회/시위 참가 ① 있다 ② 없다

■ 문화환경 만족도
문34. 귀하는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 개인성향
문35. 귀하는 어느 정도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⑤ ④ ③ ② ① ⓪ ① ② ③ ④ ⑤

매우
진보

중도 매우
보수

■ 통근/통학 여부
문36.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① 통학을 한다 ➡ (문36-1로)
② 통근을 한다 ➡ (문36-1로)
③ 통근이나 통학을 하지 않는다 ➡ (문37로)

 문36-1. 귀하는 어디로 통근 또는 통학하십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동 내
②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
③ 다른 구 ➡ (                구)
④ 다른 시도 ➡ (              시․도)

 문36-2. 그럼,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자전거 + 기타 교통수단(구체적으로 :_________)
④ 오토바이 ⑤ 버스(버스 간 환승포함)
⑥ 지하철(철도) ⑦ 버스 + 지하철
⑧ 택시 ⑨ 승용차
⑩ 승용차 + 버스 ⑪ 승용차 + 지하철
⑫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 )

 문36-3. 그렇다면, 귀하가 출근/등교 할 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 출근/등교시간 : _________ 시간 ____________ 분

■ 보행 환경 만족도
문37. 귀하의 주거지역 인근이나 서울 도심(시내)에서 걸어 다니

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신지요?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1)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 정도

2)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 정도

3) 밤늦게 걸어 다니는 야간보행 만족 정도

■ 교통 이용 만족도
문38. 귀하는 서울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
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       만족        이다     불만족     불만족
    5-------4-------3------2-------1

이용하지 
않음
9

1)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좌석버스 등)

2) 지하철

3)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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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39번, 문40번은 만65세 이상만 응답

(1950년 9월 30일 이전출생자만 응답)
================================================================================

■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참가 형태

문39. 귀하께서는 향후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    (두 번째 :           ) 

① 운동/건강 프로그램

② 새로운 지식교육/교양프로그램

③ 사회봉사활동

④ 노래/오락 프로그램

⑤ 수입과 연결된 직업관련 프로그램

⑥ 여행, 관광, 등산, 낚시 프로그램

⑦ 사교프로그램

⑧ 전통문화 프로그램

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

⑩ 없음

문40. 귀하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직장이나 모임이 있으신지요? 해당되는 
활동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직장

② 노인정(경로당)

③ 복지관, 노인교실(노인대학)

④ 자원봉사활동 기관이나 모임

⑤ 취미활동 모임

⑥ 종교단체 모임

⑦ 시민단체, 사회단체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

⑨ 직장이나 특별한 모임이 없음

■ 응답자특성 문항 ■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무학․중퇴포함)
②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
④ 전문대 졸업(재학, 중퇴포함)
⑤ 대학 졸업(재학, 중퇴 포함)
⑥ 대학원수료/졸업(재학, 중퇴포함)

DQ2. 귀하께서 서울에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서울에 사신
     총 거주기간과 그 중 현재 사는 집 거주기간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사로 인한 타지역 거주기간은 제외)

          서울 거주 총 기간 : 약 _____________년

          현재 사는 집 거주기간 : 약 _____________년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있음

①관리자 ②전문가및관련종사자
③사무종사자 ④서비스종사자
⑤판매종사자 ⑥농림어업숙련종사자
⑦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⑧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⑨단순노무종사자

(DQ3-1로)
이동

없음
⑩ 학생
⑪ 주부 ⑫ 무직

설문종료

기타 ⑬ 기타(구체적으로 : ) 설문종료

 DQ3-1.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④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구체적으로 : )

 DQ3-2.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는 시간제로 일하십니까.? 전일제로 
일하십니까?

① 전일제
② 시간제
③ 기타(구체적으로 : )

 DQ3-3.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현재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② 약간 불만족 ① 매우 불만족

 DQ3-4. (직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지난 1년(2014~2015) 동안 

월 평균 근로(사업) 소득은 얼마입니까?(금융소득은 제외)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③ 100～150만원 미만 ④ 150～200만원 미만

⑤ 200～250만원 미만 ⑥ 250～300만원 미만

⑦ 300～350만원 미만 ⑧ 350～400만원 미만

⑨ 400～450만원 미만 ⑩ 450～500만원 미만

⑪ 500～550만원 미만 ⑫ 550～600만원 미만

⑬ 600～650만원 미만 ⑭ 650～700만원 미만

⑮ 700～750만원 미만 ⑯ 750～800만원 미만

⑰ 800～850만원 미만 ⑱ 850～900만원 미만

⑲ 900만원 이상 (             )만원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울복지실태조사

조사표



승인(협의)번호
제 20113 호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닐슨컴퍼니코리아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서울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서울시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통계법 제33조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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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조
사
주
관
기
관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02-2149-1373  

실
사
대
행
기
관

 닐슨컴퍼니코리아 

정윤교 과장 

 02-2122-7353   Yunkyo.Jung@nielsen.com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316  

가
구
정
보

자치구 
코드

01)종로구 02)중구 03)용산구 04)성동구 05)광진구 06)동대문구 07)중랑구 08)성북구 09)강북구

10)도봉구 11)노원구 12)은평구 13)서대문구 14)마포구 15)양천구 16)강서구 17)구로구 18)금천구

19)영등포구 20)동작구 21)관악구 22)서초구 23)강남구 24)송파구 25)강동구 

조사구 
번호

명부 거처번호 명부 가구번호

상세
주소

동 번지 호 ( 아파트 동 층 호)

가구
연락처

☎ ( ) -

응
답
자 
정
보

가구주 성명
가구원 번호

0 1 가구주 휴대폰   0 1    -        -

응답자 성명
가구원 번호

응답자 휴대폰   0 1    -        -

응
답 
/ 
검
증 
정
보

1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 ※미완사유코드

ⓞ 비해당(완료)

① 늦은 귀가
② 장기출타
③ 부재중(원인 미파악)

④ 일부문항 미완
⑤ 조사거부
⑥ 기타

2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

3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

4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

최종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분   총 방문 횟수 총 회   

조사원 이름 검증원 확인 ① 검증확인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실사연구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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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구일반사항

A1 귀댁의 가구원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댁 가구원의 개인특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가구원이란 작년 한해(2014년) 동안 경제활동을 함께 영위하면서 6개월 이상 같이 생활한 가족이나 친척을 의미합니다.

※ 단, 주말부부(기러기 아빠)인 가구원과 학업만을 목적으로 분가한 초·중·고등학생, 미혼인 대학생, 원양어선·기숙사 등 

수용시설에 있는 가구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비동거 하여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다른 곳(국내 및 국외)에서 거주하는 대학원 연령 이상의 가족 및 친척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 그의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방문자나 임시 거주인, 고용인 등 비혈연 관계인 동거인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번호

A1-1)
이름

A1-2)
가구주와의 관계

A1-3)
성별

A1-4)
태어난 연, 월

A1-5)
현재 동거상태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가구주의 조부모
⑩ 배우자의 조부모
⑪ 가구주의 형제자매 
⑫ 배우자의 형제자매
⑬ 가구주 형제자매의 배우자
⑭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기타 친인척

① 남자
② 여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 기입

① 같이 살고 있음
  (일시적 비동거 포함)
②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③ 해외 근무 중
④ 학업(해외 유학 포함)
⑤ 군복무

⑥ 입원, 요양
⑦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⑧ 가출
⑨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학 자녀
⑩ 기타

연도 월

1

2

3

4

5

6

7

8

9

10

가구원
번호

A1-6) 
최종 학교

A1-7) 
졸업 상태 A1-8) 혼인상태 A1-9) 국적 A1-10) 가구 형태

① 미취학(만7세 미만)
② 무학(만7세 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대학(4년제 미만)
⑦ 대학(4년제 이상)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비해당
①재학
②휴학
③중퇴
④수료
⑤졸업

 비해당(만18세 미만)
①배우자있음
②사별
③이혼
④별거
⑤미혼(만18세 이상, 

미혼모 포함)

① 한국인
②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동포, 
기타 귀화한 외국인 포함

③ 외국인

① 단독가구 : 1인 가구       
② 모자가구 : 어머니+만18세 미만 미혼자녀

(취학 중 자녀는 만22세 미만)
③ 부자가구 : 아버지+만18세 미만 미혼자녀

(취학 중 자녀는 만22세 미만)  
④ 소년소녀가장 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인 가구
⑤ 조손가구 : 만65세 이상의 노인이 같이 살면서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가구  
⑥ 기타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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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지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셨습니까?

① 예 ☞ A3으로 이동 ② 아니오 ☞ A2-1로 이동

A2-1 언제부터 서울에서 거주하셨습니까?

년 월

A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단독주택 ⑥ 오피스텔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⑦ 주택이 아닌 건물(쪽방, 고시원, 상가, 공장, 여관 등)
③ 다세대주택 ⑧ 주택이 아닌 임시구조물(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컨테이너 등)
④ 연립주택 ⑨ 기타
⑤ 아파트

A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 형태 및 가격(임대료)은 어떻게 되십니까?

 

A4-1) 점유 형태 A4-2) 가격(임대료)

1) 자가 거주자 ① 현재 주택가격(시세) 억 만원

2) 전세 거주자 ② 전세 보증금 억 만원

3)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자 ③
보증금 억 만원

매달 월세 만원

4)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사글세 포함) ④ 매달 월세 만원

5) 무상 ⑤

6) 기타 ⑥

A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와 방의 개수는 몇 개 입니까?

 A5-1) 주택 규모 _________________㎡  (또는 __________평) A5-2) 방 개수 ____________개

A6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지하층 ② 반지하층 ③ 지상 ④ 옥탑

A7 귀댁은 겨울철(12월~2월) 난방을 위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십니까?

많이 쓰는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지역난방 ② 석유 ③ 전기 ④ 도시가스 ⑤ LPG가스 ⑥ 연탄 ⑦ 기타

A8 귀댁에서 지난 겨울(2014년 12월~2015년 2월) 난방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A9 귀댁에서 지난 겨울(2014년 12월~2015년 2월) 지출한 난방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셨습니까?

①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적정하다) ④ 약간 부담되는 편이었다
② 부담되지 않은 편이었다 ⑤ 매우 부담되었다

A10 귀댁에서는 지난 겨울(2014년 12월~2015년 2월) 난방비가 부담되어서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B. 경제활동

B1 지난 1주일간 귀댁 가구원의 근로상황에 대해서 응답해주십시오.

※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A1의 가구원 순서와 이름이 일치하도록 기입합니다.

※ 만14세 이하 가구원은 B1-1)에서 ‘ 비해당(만14세 이하)’으로 기입하고 다음 가구원으로 넘어갑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B1-1)
근로능력정도

B1-2)
근로무능력 사유

B1-3) 조사주간 중 
경제활동 참여 상태

※ 학력이나 기술수준과는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근로능력을 의미합니다.

※ 직장이 있지만 질병,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족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한 것도 
경제활동에 포함됩니다.

A1의
 순서와 가구원 이름을

일치시킴

 비해당(만14세 이하) ☞ B2로 이동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B1-2) 응답자는 모두
B1-3) ⑨ 비경제활동인구로
응답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⑥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 B2로 이동

⑨ 비경제활동인구 ☞ B1-7로 이동

① 근로가능

☞ B1-3으로
이동

②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③ 단순근로미약자(집안 일만 가능) 

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 B1-2로
이동

1

2

3

4

5

6

7

8

9

10

가구원
번호

B1-4) 직종 B1-5) 
근로시간형태

B1-6) 
주당 근로시간 

[B1-3=⑨ 비경제활동인구만 응답]

B1-7) 비경제활동 사유

A1의
 순서와 
일치시킴

① 관리직
② 전문가 및 관련 직종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직

⑥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⑦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⑧ 단순노무직
⑨ 농림어업 

① 전일제
② 시간제 

주당

시간  

☞ 응답 후 B2로 이동

① 근로무능력
② 정규교육기관 학업
③ 진학준비 
④ 취업준비 
⑤ 가사
⑥ 양육

⑦ 간병
⑧ 군복무
⑨ 구직활동 포기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 군복무 대기자도 ⑧ 군복무로 응답

1 주 시간

2 주 시간

3 주 시간

4 주 시간

5 주 시간

6 주 시간

7 주 시간

8 주 시간

9 주 시간

10 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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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댁의 가계 지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작년 한해(2014.1.1~12.31)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B2 작년 한해(2014년)를 기준으로 귀댁의 한달 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B3 귀댁에서 매달 지출하는 항목 중에서 작년 한해(2014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중이 큰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식료품비(외식비 제외) ⑨ 교양오락비
② 외식비 ⑩ 가구·가사용품비
③ 주거비(월세, 임대료, 관리비 등) ⑪ 교통비
④ 의류·신발비 ⑫ 통신비
⑤ 광열수도비(수도, 전기, 가스, 난방비) ⑬ 경조사비
⑥ 보건의료비 ⑭ 세금, 공과금
⑦ 공교육비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⑧ 사교육비  부채상환(대출금 상환, 이자 등)

 사적 이전 지출 

     

B4 귀댁에서 작년 한해(2014년) 지출한 세금은 총 얼마나 됩니까? 

(모든 가족원이 지출한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모든 세금 포함) 
연 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B5 귀댁에서 작년 한해(2014년) 지출한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에 납부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모든 가족의 지출액 합산) 
연 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B6 작년 한해(2014년) 동안 귀댁의 가구원 중 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원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다면 각각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귀댁에서 부담한 돌봄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 돌봄 비용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원(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현행 법규에 규정된 표준적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구가 직접 부담’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 포함범위 : 현행 법규에 규정된 표준적인 서비스는 영유아 보육(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아동 보호(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등입니다. 또한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아동, 노인, 장애인 및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기타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 제외범위 :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 외국어놀이방 등 특수한 교육목적의 비용, 의료적 비용, 학원 등 사교육비는 제외합니다.

구분 해당사항

B6-1)
2014년 한해

해당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

B6-2)
2014년 기준

해당 돌봄서비스 이용 시
월평균 본인부담 금액

1) 영유아 보육

∙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정부보조금은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한 교재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은 포함)

∙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을 고용하는 비용(가족이 

돌보더라도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비용으로 포함)

① 이용했다 월평균  만원

② 이용하지 않았다

2) 방과후 아동 보호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방과후 돌봄교실 비용

(학원이나 보충수업 등 사교육비는 포함하지 않음)

① 이용했다 월평균  만원

② 이용하지 않았다

3) 장애인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기타 장애인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한

서비스(예: 개인적으로 고용한 돌보미 등)

① 이용했다 월평균  만원

② 이용하지 않았다

4) 노인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기타 노인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한 

서비스(예: 노인돌봄서비스 등)

① 이용했다 월평균  만원

② 이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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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 귀댁에서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경제적인 이유로(돈이 없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1) 집세가 밀렸거나 못 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2)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3)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못 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4) 경제적 이유로 식사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① ②

5)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6)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B8 귀댁이 서울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B9 귀댁이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 귀댁 내 가구원의 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작년 한해(2014.1.1~12.31) 동안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소득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B10 작년 한해(2014년)를 기준으로 귀댁의 가구원이 벌어들인 소득을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모든 가구원의 소득 합산)

구분 해당사항 2014년 한해 총 소득
 (없으면 ‘0’ 기입)

1) 근로소득
• 기본급, 각종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 세금공제 전 소득
연간 총  만원

2) 사업소득
•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

• 전체 매출액 또는 판매수입에서 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기록
연간 총  만원

3) 금융소득
•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

•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입
연간 총  만원

4) 부동산 소득
• 집세, 토지임대료 수입, 부동산 매매차익 등

•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포함되지 않음 
연간 총  만원

5) 사적 이전소득
• 따로 사는 부모 또는 자녀, 그 외 친척, 친지로부터 받은 소득

•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현금 보조
연간 총  만원

6) 공적 이전소득

국가로부터 받는 다음과 같은 현금 급여

연간 총  만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기초연금

•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

• 기타 정부보조금

7) 기타 수입
• 이상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수입

• 증여, 상속, 경조금, 보상금, 보험금, 퇴직금 등 
연간 총  만원

B11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입니까?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특례․자활특례․교육특례 등 특례도 포함되며,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간주합니다.

① 일반수급가구 ┓ ④ 대상 아님 ☞ B11-1로 이동

② 조건부수급가구 ╋━ ☞ B12로 이동

③ 특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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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1 귀댁은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B12로 이동 ② 없다 ☞ B11-2로 이동        

B11-2 귀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필요 없어서(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⑤ 가족이 반대해서 
②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⑥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③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⑦ 남들이 내 사정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아서
④ 절차, 서류가 복잡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 )

B12 현재의 재정 상태(소득수준)가 귀댁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넉넉한 편이다 ⑤ 매우 넉넉하다

B13 귀댁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얼마 이상이 되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B14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할 때 귀댁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상 ② 상하 ③ 중상 ④ 중하 ⑤ 하상 ⑥ 하하

B15 귀하 또는 귀하 부부의 노후 생활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노후생활 대책 있다 없다

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① ②

2) 개인연금 ① ②

3) 퇴직금, 퇴직연금 ① ②

4) 저축, 보험 등 금융자산 마련 ① ②

5) 주식, 채권 ① ②

6) 현재 살고 있는 집 ① ②

7)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의 부동산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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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댁 내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B16 조사시점 현재 귀댁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조사시점 현재 명의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사항
현재 보유 자산 총액
 (없으면 ‘0’ 기입)

1) 부동산
•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기타 부동산 가격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포함

• 다른 부동산을 사기 위해 낸 계약금, 중도금도 포함

현재 억  만원

2)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곗돈, 남에게 빌려준 돈 등 현재 억  만원

3) 기타 자산
• 가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설비, 물건 등 동산 자산

• 자가용, 트럭 등 영업용 자동차 

• 운동클럽 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현재 억  만원

B17 조사시점 현재 귀댁의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총 얼마나 됩니까?

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응답한 후 C1로 이동하십시오.

                                                                     현재 ______________억 _________________만원

B17-1 귀댁에선 어떠한 용도로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를 갖게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주택 구입비용(거주용) ⑥ (자녀) 결혼 또는 분가 비용
② 주택 전월세 보증금 ⑦ 이자 지불 또는 부채상환
③ 교육비 ⑧ 투자목적 (주식투자, 투자용 부동산 매입 등)
④ 의료비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 )
⑤ 생활비

B17-2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는 어디로부터 빌린 것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은행      
□ ② 제2금융권(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③ 서민금융제도(미소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햇살론, 새희망홀씨론 등)     
□ ④ 사채        
□ ⑤ 가족, 친지
□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 )

B17-3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 매달 지출하는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B17-4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 매달 지출하는 이자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됩니까?

① 전혀 부담 안 된다 ② 부담 안 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부담된다 ⑤ 매우 부담된다

B17-5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돈이 없어 이자 지불이 연체되거나 못 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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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건강과 의료 이용

C1 귀댁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장애 현황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A1의 가구원 순서와 이름이 일치하도록 기입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C1-1)
건강상태

C1-2)
만성질환 여부

C1-3)
만성질환 기간

C1-4)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C1-5)
치매

※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가구원의 건강상태를 
의미합니다.

※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의미합니다.

※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부터 산정합니다.

※ 옷입기, 세수, 목욕, 
식사, 누웠다 일어나기, 
화장실 이용, 대소변 
조절 등 일상생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A1의
 순서와 가구원 이름을

일치시킴

① 아주 건강함 
② 건강한 편 
③ 보통 
④ 건강하지 않은 편 
⑤ 건강이 아주 안 좋음

① 있음
② 없음

☞ C1-4로 이동

① 3개월 미만 투병·투약 중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중
③ 6개월 이상 투병·투약 중

① 도움 필요 없음
②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③ 전적으로 도움 필요

① 치매 없음
②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치매가 의심됨 
③ 경증 치매로 진단받음 
④ 중증 치매로 진단받음

1

2

3

4

5

6

7

8

9

10

가구원
번호

이름

C1-6)
장애여부

C1-7)
장애종류

C1-8)
장애등급

C1-9)
장애원인

※ 등록 장애인과
비등록 장애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 가장 최근에 판정받은 장애유형을 
기록합니다.

※ 중복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하면 
됩니다.

※ 중복장애 : 중복장애가 
합산되어 복지카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기입합니다.

A1의
 순서와 가구원 이름을

일치시킴

① 있음
② 없음

☞ C2로 이동

① 지체장애             ⑨ 신장장애
② 뇌병변장애           ⑩ 심장장애
③ 시각장애             ⑪ 호흡기장애
④ 청각장애             ⑫ 간장애
⑤ 언어장애             ⑬ 안면장애
⑥ 정신지체(지적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⑦ 발달장애(자폐성장애) ⑮ 간질장애
⑧ 정신장애             ⑯ 비등록장애인
                        (보훈처 등록장애인 포함)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 등록장애인 포함)

① 선천적 원인
② 출산시 원인
③ 후천적 원인(질병)
④ 후천적 원인(사고)
⑤ 원인불명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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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댁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C2 귀댁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① 그렇다 ☞ C2-1로 이동 ② 아니다 ☞ C2-2로 이동      

C2-1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 응답 후 C3으로 이동하십시오.

C2-2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의료급여(1종)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② 의료급여(2종) ④ 미가입

C3 귀댁에서 작년 한해(2014년)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C4 작년 한해(2014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되었습니까?

① 전혀 부담 안 되었다 ② 부담 안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부담되었다 ⑤ 매우 부담되었다

C5 귀댁 내 가구원 중 장기요양보험 5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가구원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C6으로 이동   

C5-1 장기요양보험 5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_________________명

C5-2 그 분(들)은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다음과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셨습니까? 이용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서비스 종류
C5-2-1)
이용 여부

C5-2-2)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1) 방문요양(옷 입히기, 취사, 식사도움, 주변정돈 등)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⑤
② 이용 안함

2) 방문목욕(차량 이용 목욕 제공)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⑤
② 이용 안함

3)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간호,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⑤
② 이용 안함

4)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⑤
② 이용 안함

5) 단기보호(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 보호)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⑤
② 이용 안함

6) 기타 재가급여(휠체어,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복지기구)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⑤
② 이용 안함

7) 노인요양시설 입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⑤
② 이용 안함

C5-3 그 분(들)을 가정 내에서 주로 돌보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해당 가구원과의 관계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배우자 ④ 딸 ⑦ 손자녀
② 아들 ⑤ 사위 ⑧ 기타 가족
③ 며느리 ⑥ 형제자매 ⑨ 돌봐주는 가족 없음 ☞ C6으로 이동

C5-4 (C5-3에서 응답한 가구원이) 장기요양 대상 가구원(들)을

돌보는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하루 ______________ 시간



11

※ 귀하의 정신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 개인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C6 귀하는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할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C7로 이동

C6-1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C7 귀하는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C8로 이동

C7-1 최근 1년 간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C8로 이동

C7-2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C8 [C6=① 있다 또는 C7=① 있다만 응답]

최근 1년 간 우울하거나 자살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① 가족들의 도움 ④ 병원치료
② 친구, 동료 도움 ⑤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 )
③ 심리상담 ⑥ 도움 받은 곳 없음(혼자 해결)

C9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 C9-1)에서‘① 모른다’고 한 경우 센터에 대해 설명한 후 C9-2) ~ C9-4)를 응답 받아 주십시오.

C9-1)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알고 있습니까?

C9-2)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C9-3)
만약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다면
귀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C9-4)
추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① 모른다
②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름
③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음

① 현재 이용하고 있음
② 이전에 이용한 경험 있음

(현재는 이용하지 않음)
③ 없음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없음
② 약간 희망함
③ 매우 희망함

<참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설명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재활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각 자치구 별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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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족생활, 여가 및 사회활동

※ 귀댁의 가족 및 사회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D1 귀하는 현재의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비해당(1인 가구) ☞ D4로 이동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대체로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D2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가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부교육, 부모교육과 같은

가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D3으로 이동      

D2-1 최근 1년 간 몇 회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연 ___________________ 회

D2-2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건강가정지원센터 □ ⑤ 학교
□ ② 주민센터(동사무소) □ ⑥ 종교기관
□ ③ 복지기관 □ ⑦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 )
□ ④ 도서관

D3 현재 귀댁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필요한 것 없음 ② 교육프로그램 ④ 문화프로그램
① 경제적 지원 ③ 상담 ⑤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

D4 최근 귀댁에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① 수입이 적어 생활이 쪼들리는 문제 ⑥ 자녀 양육, 교육문제   
② 과다한 부채, 카드빚, 이자부담 ⑦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원의 돌봄 문제
③ 주택 마련, 주거비 부담 등 주거관련 문제 ⑧ 가족 간의 불화(이혼, 별거, 가출 등)
④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⑨ 노후불안
⑤ 가구원의 건강 ⑩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 )

D5 귀댁에 걱정거리가 생기면 함께 사는 가족 외에 주로 누구와 이야기하고 상의합니까?

① 따로 사는 부모 ④ 친구, 동료 ⑦ 종교인   
② 따로 사는 자녀 ⑤ 이웃 ⑧ 기타
③ 기타 친인척 ⑥ 전문 상담가 ⑨ 상의할 곳 없음

D6 귀댁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사는 가족 외에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① 따로 사는 부모 ④ 친구, 동료 ⑦ 정부   
② 따로 사는 자녀 ⑤ 이웃 ⑧ 기타
③ 기타 친인척 ⑥ 회사 ⑨ 도움 받은 곳 없음

D7 귀하는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D8로 이동    

D7-1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왕래하십니까?
주기 횟수

① 주  ② 월  ③ 연 회

D7-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전화통화 하십니까?
주기 횟수

① 주  ② 월  ③ 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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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댁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D8 귀댁은 희망하는 만큼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수보다 적게 낳으셨습니까?

 비해당(자녀 없음) ☞ D10으로 이동

① 희망하는 만큼 낳았다 ☞ D9로 이동

② 희망하는 것보다 적게 낳았다

D8-1 원하는 만큼 자녀를 갖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④ 건강 때문에 
② 아이 엄마의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⑤ 자녀보다 부부(또는 개인)생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③ 적절한 보육시설이나 보육서비스가 없어서 ⑥ 앞으로 나을 계획이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 )

D8-2 당초 원하는 자녀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________________ 명

    

D9 귀댁 내 가구원 중 출산 후 일을 그만 둔 여성 가구원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D10으로 이동

D9-1 출산 후 일을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보육문제 ④ 다른 가족들이 원해서
②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서 ⑤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 )
③ 건강 등 개인문제    

D10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과 가정을 동시에 꾸려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시행 강화 ⑤ 유연근무제 확대   
② 보육비, 교육비 지원 ⑥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③ 양질의 보육시설 공급 등 보육환경 개선 ⑦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④ 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제공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 )

D11 다음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 D11-1)에서‘① 모른다’고 한 경우 센터에 대해 설명한 후 D11-2) ~ D11-4)를 응답 받아 주십시오.

D11-1)
직장맘지원센터를
알고 있습니까?

D11-2)
직장맘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D11-3)
만약 직장맘지원센터를

이용한다면
귀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D11-4)
추후 직장맘지원센터를

이용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① 모른다
②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름
③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음

① 현재 이용하고 있음
② 이전에 이용한 경험 있음

(현재는 이용하지 않음)
③ 없음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없음
② 약간 희망함
③ 매우 희망함

<참고> 직장맘지원센터 설명

·직장맘지원센터는 일을 하는 엄마의 고충 해결을 위한 지원시설로 직장 내 고충상담, 출산육아 정보제공 및 상담, 

직장맘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 지원, 보육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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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D12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귀하가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많이 참여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휴식 활동 산책, 목욕, 낮잠, TV/라디오 청취, 음악 감상, 신문/잡지보기

② 문화예술 관람 활동 전시회, 박물관, 연주회, 연극·무용·연계 공연 관람, 영화관람

③ 문화예술 참여 활동
문화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미술활동, 악기연주, 노래교실,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 무용

④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경기 직접관람, TV 등을 통한 간접관람, 온라인게임 경기 현장관람

⑤ 스포츠 참여 활동
각종 스포츠 운동, 헬스, 요가, 댄스스포츠, 조깅/속보, 승마, 
암벽등반 포함(등산/낚시는 취미·오락 활동으로 포함)

⑥ 관광 여행
유적방문, 명승지 관람, 삼림욕, 캠핑, 해외여행, 야유회, 놀이공원/동물원/식물원,
축제참가, 자동차 드라이브

⑦ 취미·오락 활동
수집활동, 생활 공예, 요리/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노래방가기, 인테리어, 등산, 낚시,
인터넷/블로그, 게임, 바둑/장기/체스, 쇼핑/외식, 음주, 독서, 미용, 공부/학원이용

⑧ 사회 활동
봉사활동, 종교 활동, 클럽/나이트,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 계모임/동창회, 이성교제,
친구만남, 동호회

⑨ 기타

  

D13 이러한 여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① 혼자 ④ 직장 동료
   ②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⑤ 동호회(종교단체 등 포함) 회원과 함께

③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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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D14 귀하는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앞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구분

D14-1)

(최근 1년간) 참여경험

D14-2)

향후 참여의사

①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②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가끔 참여했다
④ 자주 참여했다

① 전혀 없다
② 없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⑤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

1)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자 회의, 통반장 회의

2) 지역 방범활동, 청소년선도, 교통정리와 같은 지역봉사활동

3) 마을주민들이 모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문화 활동을 하는 마을공동체사업

4) 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동

5)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 때 투표 참여

  

D15 귀하는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현금이나 물품으로 기부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기부했다 ② 비정기적으로 기부했다 ③ 기부한 적 없다 ☞ D16으로 이동

D15-1 최근 1년 간 기부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물건으로 기부한 것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합산해 주십시오.
연간 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D16 귀하는 앞으로 기부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D17로 이동   

D16-1 귀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지원 사업에 기부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참고> 저소득가구 저축지원 사업 설명

·저소득가구 저축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저축을 하면 동일한 금액을 정부나 후원자가 

저축해주는 제도로 서울시에서는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D17 귀하는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② 비정기적으로 참여했다 ③ 참여한 적 없다 ☞ D18로 이동

D17-1 최근 1년 간 자원봉사활동에 몇 회 정도 참여하셨습니까? 연 _______________________ 회  

D18 귀하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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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복지서비스 이용

Ⅰ. 기초생활보장

E1 다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사업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E1-1)에서‘① 모른다’고 한 경우 각 사업을 설명한 후 E1-2) ~ E1-4)를 응답 받아 주십시오.

사업명

E1-1)

해당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E1-2)

해당 사업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E1-3)

만약 해당 사업을

이용한다면

귀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E1-4)

추후 해당 사업을

신청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① 모른다
②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름
③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음

① 현재 이용하고 있음
② 이전에 이용한 경험 있음

(현재는 이용하지 않음)
③ 없음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없음
② 약간 희망함
③ 매우 희망함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 긴급복지지원

3) 희망플러스 통장

4) 꿈나래 통장

<참고> 복지사업 설명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에게 서울시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2) 긴급복지지원
가장의 사망이나 실직, 급박한 수술, 화재로 거주지가 불안정한 경우 등 급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3) 희망플러스 통장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로 참가자가 매월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 또는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4) 꿈나래 통장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자금 적립을 목적으로 참가자가 매월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 또는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E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알고 있는 분만 응답하십시오.

☞ E1-1)에서 ‘① 모른다’응답한 경우 E3으로 이동하십시오.

E2-1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①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⑤ 복지기관을 통해서 
②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⑥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③ 동주민센터, 구청 직원을 통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 )
④ 동주민센터, 구청 홍보물을 통해서

E2-2 귀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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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최저생계비의 185%

·1인 가구 = 114만원 ·2인 가구 = 194만원 ·3인 가구 = 252만원 ·4인 가구=309만원

① 적정하다(현행 기준 유지) ④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해야 한다
② 소득기준을 더 내려야 한다 ⑤ 개인적인 책임이므로 정부가 지원할 필요 없다
③ 소득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한다

E4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나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더함복지 상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E5 서울시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발굴하기 위해 ‘더함복지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① 모른다 ③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②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른다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참고> 더함복지 상담사 설명

·더함복지 상담사는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시행하고 있는 더함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나 공과금이 체납된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민간자원 후원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사회복지분야 및 자원봉사 유경험자, 지역사정을 잘 아는 현장활동가 등이 더함복지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6 더함복지 상담사가 찾아다니며 상담한다면, 생활이 어렵지만 도움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도움 된다
②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 ⑤ 매우 도움 된다

E7 더함복지 상담사가 어떤 방법으로 상담 대상자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단전, 단수, 가스중단 가구의 자료를 근거로 찾아간다
②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상담 한다
③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민원을 받으면 찾아간다
④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 )

E8 더함복지 상담사가 발굴한 어려운 가정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과 연결해준다
② 기초수급자로 선정하는 등 사회복지 제도를 이용해 지원한다
③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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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용·금융 서비스

E9 다음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지원 서비스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E9-1)에서‘① 모른다’고 한 경우 각 사업을 설명한 후  E9-2) ~ E9-4)를 응답 받아 주십시오.

사업명

E9-1)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E9-2)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E9-3)
만약 해당 사업을

이용한다면
귀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E9-4)
추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① 모른다
②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름
③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음

① 현재 이용하고 있음
② 이전에 이용한 경험 있음

(현재는 이용하지 않음)
③ 없음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없음
② 약간 희망함
③ 매우 희망함

1) 공공근로, 희망근로

2)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등 

자활지원 사업

3) 노인일자리 사업

4) 청년인턴제도

5) 직업훈련 지원

6) 창업지원

7) 근로장려세제

8)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참고> 고용지원 서비스 설명

1) 공공근로, 희망근로 저소득 실업자 또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2) 자활지원 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자활공동체 창업이나 일자리를 제공

3) 노인일자리사업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에게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청년인턴제도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쉽 과정을 제공하는 사업

5) 직업훈련 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받기 위한 직업훈련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훈련기간 동안에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

6)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공간, 컨설팅 등을 제공

7) 근로장려세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

8)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센터로 취업정보, 창업정보, 직업훈련 정보 등을 제공 

E10 다음은 서민들의 부채와 관련된 지원사업과 시설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E10-1)에서‘① 모른다’고 한 경우 각 사업을 설명한 후 E10-2) ~ E10-4)를 응답 받아 주십시오.

사업명

E10-1)
해당 사업(시설)을
알고 있습니까?

E10-2)
해당 사업(시설)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E10-3)
만약 해당 사업(시설)을

이용한다면
귀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E10-4)
추후 해당 사업(시설)을

신청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① 모른다
②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름
③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음

① 현재 이용하고 있음
② 이전에 이용한 경험 있음

(현재는 이용하지 않음)
③ 없음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없음
② 약간 희망함
③ 매우 희망함

1) 서민금융제도 

2)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3)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참고> 부채관련 지원 사업 및 시설 설명

1) 서민금융제도
서민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구 등에서 운영하는 대출제도로

미소금융, 마이크로크레딧, 햇살론, 새희망홀씨론 등이 있음

2)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정리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3) 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채무상담, 재무설계 등 금융복지 상담을 제공하고 관련 자원서비스로 연계해주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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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동·청소년 복지

※ 다음은 만0~18세(1997년~2015년 출생자)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Ⅳ. 어르신 복지로 이동하십시오.

※ 귀하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가구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 만0~5세(2010년~2015년 출생자)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만0~5세 영유아가 없는 가구는 E12로 이동하십시오.

E11 귀댁의 만0~5세 영유아는 낮시간 동안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영유아
번호

가구원 

번호

E11-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까?

E11-2)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응답 후 E12로 이동

E11-3)

낮시간 동안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응답 후 E13으로 이동

A1의
해당

가구원 번호
기입

① 다니고 있음
☞ E11-2)로 이동

② 다니지 않음
☞ E11-3)으로 이동

① 국공립 어린이집
② 직장 어린이집
③ 민간 어린이집
④ 가정보육시설(놀이방)
⑤ 공동육아시설(부모협동육아)
⑥ 국공립 유치원
⑦ 사립 유치원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 )

① 부모가 직접 돌봄
② 할머니, 할아버지
③ 기타 가족
④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⑤ 가사도우미나 고용인
⑥ 이웃
⑦ 아이들끼리 지냄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 )

1

2

3

4

E12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만 응답]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만족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비용 ① ② ③ ④ ⑤ 

2) 교육(보육)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3) 교사 ① ② ③ ④ ⑤ 

4) 시설환경 ① ② ③ ④ ⑤ 

5) 급식 ① ② ③ ④ ⑤ 

6) 이동 거리 ① ② ③ ④ ⑤ 

☞ 응답 후 E14로 이동하십시오.

E13 [가구원 중 한명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믿을만한 곳이 없어서 ⑤ 가족이 돌보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서
② 가까운 곳에 없어서 ⑥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③ 국공립시설 입소 대기 중 ⑦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 )
④ 비용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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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18세(1997년~2009년 출생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만6~18세 아동·청소년이 없는 가구는 Ⅳ. 어르신 복지로 이동하십시오.

E14 귀댁의 만6~18세 아동·청소년 중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비해당(만6세, 미취학연령) ☞ Ⅳ. 어르신 복지로 이동

① 있다
② 없다 ☞ E15로 이동

E14-1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이유 ④ 학교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려고(검정고시 준비, 홈스쿨링 포함)
② 건강상의 이유  ⑤ 유학 준비를 위해서
③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 )

☞ 응답 후 E16으로 이동하십시오.

E15 귀댁의 아동․청소년이 다니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E15-1 귀댁의 아동·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E16으로 이동

E15-2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들입니다.

각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영양 수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정경제 부담이 낮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육기본권(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이 실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E16 다음은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및 서비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E16-1)에서‘① 모른다’고 한 경우 각 사업을 설명한 후 E16-2) ~ E16-4)를 응답 받아 주십시오.

사업명

E16-1)
해당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E16-2)
해당 사업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E16-3)
만약 해당 사업을

이용한다면
귀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E16-4)
추후 해당 사업을
신청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① 모른다
②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름
③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음

① 현재 이용하고 있음
② 이전에 이용한 경험 있음

(현재는 이용하지 않음)
③ 없음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없음
② 약간 희망함
③ 매우 희망함

1) 방과후 학교

2) 방과후 돌봄교실

3) 지역아동센터

4) 동생행복프로젝트

5)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참고>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및 서비스 설명

1) 방과후 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후 시간에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

2) 방과후 돌봄교실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아동을 돌봐주는 것

3)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4) 동생행복프로젝트 대학생들이 초·중·고 청소년들에게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 체험학습지원 등 재능을 기부하는 사업

5)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체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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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어르신 복지

※ 다음은 만65세 이상(1950년 이전 출생자)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Ⅴ. 장애인 복지로 이동하십시오.

E17 귀댁에 계신 만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현재 다음의 급여를 받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분이나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E17-1) 수급 여부 E17-2) 수급자 수

1)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①있다 명

②없다

2) 기초연금 
①있다 명

②없다

E18 다음은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E18-1)에서‘① 모른다’고 한 경우 각 사업을 설명한 후 E18-2) ~ E18-4)를 응답 받아 주십시오.

사업명

E18-1)
해당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E18-2)
해당 사업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E18-3)
만약 해당 사업을

이용한다면
귀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E18-4)
추후 해당 사업을
신청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① 모른다
②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름
③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음

① 현재 이용하고 있음
② 이전에 이용한 경험 있음

(현재는 이용하지 않음)
③ 없음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없음
② 약간 희망함
③ 매우 희망함

1) 노인돌봄서비스

2) 노인간병서비스

3) 노인무료급식

4) 노인안심주택

<참고>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 사업 설명

1) 노인돌봄서비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식사, 세면 등 신변활동 지원과 가사지원,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

2) 노인간병서비스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용권(바우처)을 이용하여 일정시간 사용 가능

3) 노인무료급식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이유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을 위해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가정으로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배달

4) 노인안심주택
생활이 어렵거나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노인전용 임대주택으로 이동편의, 안전예방을 위한

디자인을 적용한 원룸형 안심공동주택과 전세보증금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등이 있음

E19 다음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E19-1)에서‘① 모른다’고 한 경우 각 사업을 설명한 후 E19-2) ~ E19-4)를 응답 받아 주십시오.

사업명

E19-1)
해당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E19-2)
해당 사업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E19-3)
만약 해당 사업을

이용한다면
귀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E19-4)
추후 해당 사업을
신청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① 모른다
②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름
③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음

① 현재 이용하고 있음
② 이전에 이용한 경험 있음

(현재는 이용하지 않음)
③ 없음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없음
② 약간 희망함
③ 매우 희망함

1) 치매지원센터

2) 재가지원센터

3)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시설)

4) 단기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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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 지원 사업 설명

1) 치매지원센터 치매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치매조기검진, 예방등록관리, 치료비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을 하는 기관

2) 재가지원센터
65세 이상의 장기요양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신체활동 지원, 특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

3) 데이케어센터

(주간보호시설)

치매 등 중증 노인성질환자를 낮시간 동안 보호하는 시설로 장기요양급여 대상

또는 저소득노인이나 일반노인질환자 대상

4) 단기보호시설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 대상 노인을 월 15일 이내 단기간 보호해주는 시설

E20 다음은 건강한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위한 시설입니다. 각 시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E20-1)에서‘① 모른다’고 한 경우 각 사업을 설명한 후 E20-2) ~ E20-4)를 응답 받아 주십시오.

시설명

E20-1)
해당 시설을

알고 있습니까?

E20-2)
해당 시설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E20-3)
만약 해당 시설을

이용한다면
귀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E20-4)
추후 해당 시설을
신청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① 모른다
②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름
③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음

① 현재 이용하고 있음
② 이전에 이용한 경험 있음

(현재는 이용하지 않음)
③ 없음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없음
② 약간 희망함
③ 매우 희망함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인생이모작센터

4) 시니어클럽

<참고> 건강한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위한 시설 설명

1) 노인복지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양·취미교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상담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나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3) 인생이모작센터 은퇴자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인생재설계를 위한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등의 사업을 진행

4)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형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

E21 귀하는 서울시가 어르신들을 위해 가장 강화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경제적 지원 (현금, 물품지원) ⑤ 여가, 문화 시설이나 프로그램 제공
②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 제공 ⑥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③ 사회공헌, 자원봉사 일자리 제공 ⑦ 주거지원(노인전용주택, 집수리 사업 등)
④ 건강증진, 장기요양보호 관련 사업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 )

E22 귀하는 서울시가 어르신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노인복지관 ⑥ 주간보호시설(혼자 지내기 어려운 노인을 낮동안 보호)
② 경로당 ⑦ 보건기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등)
③ 운동시설(스포츠센터, 생활체육시설) ⑧ 노인전문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관
④ 요양시설(입소해서 생활하는 시설) ⑨ 교육시설(시민대학, 도서관 등)
⑤ 가정방문서비스 기관(방문목욕, 가사지원 등) ⑩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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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애인 복지

※ 다음은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Ⅵ. 복지전달체계로 이동하십시오.

E23 귀댁에 계신 장애인 가구원 가운데 현재 다음의 급여를 받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분이나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E23-1) 수급 여부 E23-2) 수급자 수

1)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①있다 명

②없다

2)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①있다 명

②없다

3) 장애아동수당
①있다 명

②없다

4)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①있다 명

②없다

E24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E24-1)에서‘① 모른다’고 한 경우 각 사업을 설명한 후 E24-2) ~ E24-4)를 응답 받아 주십시오.

사업명

E24-1)

해당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E24-2)

해당 사업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E24-3)

만약 해당 사업을

이용한다면

귀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E24-4)

추후 해당 사업을

신청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① 모른다
②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름
③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음

① 현재 이용하고 있음
② 이전에 이용한 경험 있음

(현재는 이용하지 않음)
③ 없음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없음
② 약간 희망함
③ 매우 희망함

1)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2)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지원

3) 공동주택 특별공급

<참고>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 설명

1)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집 없이 월세 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2)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지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주택 내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등 집수리 지원

3) 공동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에게 특별공급을 알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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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5 다음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E25-1)에서‘① 모른다’고 한 경우 각 사업을 설명한 후 E25-2) ~ E25-4)를 응답 받아 주십시오.

사업명

E25-1)

해당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E25-2)

해당 사업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E25-3)

만약 해당 사업을

이용한다면

귀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E25-4)

추후 해당 사업을

신청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① 모른다
②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름
③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음

① 현재 이용하고 있음
② 이전에 이용한 경험 있음

(현재는 이용하지 않음)
③ 없음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없음
② 약간 희망함
③ 매우 희망함

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 자립생활센터

3) 장애인복지관

4) 장애인체육시설

5) 직업재활시설

6)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참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취업지원 사업 설명

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보내 일상생활,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2) 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정보제공,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등을 

하는 기관

3)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사회교육,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4)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로 헬스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재활체육,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5)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하거나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기관

6)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교육, 정보제공, 취업알선, 현장훈련, 적응지도 등을 제공

E26 다음은 장애인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E26-1)에서‘① 모른다’고 한 경우 각 사업을 설명한 후 E26-2) ~ E26-4)를 응답 받아 주십시오.

사업명

E26-1)

해당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E26-2)

해당 사업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E26-3)

만약 해당 사업을

이용한다면

귀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E26-4)

추후 해당 사업을

신청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① 모른다
②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름
③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음

① 현재 이용하고 있음
② 이전에 이용한 경험 있음

(현재는 이용하지 않음)
③ 없음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없음
② 약간 희망함
③ 매우 희망함

1) 장애아동 재활치료

2)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치료

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4) 여성장애인 홈헬퍼

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참고> 장애인 가정 지원 사업 설명

1) 장애아동 재활치료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2)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치료
청각 또는 언어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파견되어 장애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

4) 여성장애인 홈헬퍼
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홈헬퍼가 방문하여 임신 단계부터 출산・육아・양육 전반을

도와주는 서비스

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들 대상으로 사례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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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7 귀댁에서 장애인 가구원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없는 가구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E28로 이동

E27-1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한달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만원

E27-2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교통비(자동차 개조비 포함) 
② 의료비(진료비, 재활치료비, 약값 등)
③ 교육비, 보육비(특수교육, 장애로 인한 사교육비)
④ 보호, 간병비(활동보조인, 가정봉사원, 간병인, 수발자 비용)
⑤ 재활기관 이용료(복지관, 재활기관 서비스 이용)
⑥ 통신비(장애인용 컴퓨터 등 특수장비) 
⑦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유지비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 )

E28 귀하는 장애인복지 분야 중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소득보장
② 의료보장(진료비, 재활치료비, 약값 등)
③ 고용보장(특수교육, 장애로 인한 사교육비)
④ 주거보장
⑤ 이동권 보장
⑥ 보육, 교육보장
⑦ 문화, 여가, 체육활동
⑧ 장애인 인권보장
⑨ 장애인 인식개선
⑩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 )

Ⅵ. 복지전달체계

※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E29 귀하는 국가나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나 복지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① 모른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③ 잘 알고 있다

E30 귀하는 복지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① 모른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③ 잘 알고 있다

E31 귀하는 복지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어디를 통해 정보를 구하십니까?

 비해당(그런 경험 없음)
① 시청이나 구청 방문 문의 ⑤ 콜센터 이용 (120 콜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② 동주민센터 방문 문의 ⑥ 인터넷 검색
③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문의 ⑦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
④ 통반장, 동대표 등 지역주민 대표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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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2 귀하는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복지관련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E33으로 이동

E32-1 동주민센터 방문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도움 되었다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⑤ 매우 도움 되었다

E32-2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과 정보를 얻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① 아무 문제없음 ⑤ 직원이 불친절하다
② 내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없다 ⑥ 상담 또는 대기공간이 부족하다
③ 복지정보는 얻었으나 내게 혜택이 되는 것이 없다 ⑦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 )
④ 직원이 부족해 충분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하다

E33 서울시는 기존의 동주민센터를 복지기능이 강화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모른다 ③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②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른다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E3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종합복지상담 및 사례관리 ⑤ 고용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② 가구방문을 통한 주민들의 어려움 발견과 상담 ⑥ 마을공동체 사업
③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⑦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
④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업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 )

E35 귀하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알려주는 자원봉사활동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⑤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

E36 귀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웃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
② 없는 편이다 ┫━━ ☞ F1로 이동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참여할 의사가 있다 ┱━ ☞ E36-1로 이동

⑤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 ┛

E36-1 참여의사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떤 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습니까?

① 동호회, 취미활동, 문화활동 ④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 등 나눔활동
② 공동육아, 협동조합 ⑤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 )
③ 지역 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모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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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복지의식 및 욕구

※ 귀하의 삶의 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F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생활영역에 현재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1) 경제상태(소득, 생활수준, 노후소득보장 등) ① ② ③ ④ ⑤ 
2) 고용과 노동(취업, 직업, 고용조건 등) ① ② ③ ④ ⑤ 
3) 주거생활(주거수준,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 등) ① ② ③ ④ ⑤ 
4) 요보호 가족 돌봄(영유아보육,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보호와 수발) ① ② ③ ④ ⑤ 
5) 건강과 보건(건강관리, 의료시설 이용, 의료비 부담 등) ① ② ③ ④ ⑤ 
6) 교육(학교시설, 급식,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7) 여가생활(여가시설, 여가활동, 문화생활 등) ① ② ③ ④ ⑤ 
8)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생활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F2 다음 생활 영역에서 귀댁의 삶의 질 수준은 전년도(2014년)에 비해 개선되었습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경제생활 ① ② ③ ④ ⑤ 
2) 고용과 노동 ① ② ③ ④ ⑤ 
3) 주거생활 ① ② ③ ④ ⑤ 
4) 요보호 가족 돌봄 ① ② ③ ④ ⑤ 
5) 건강과 보건 ① ② ③ ④ ⑤ 
6) 교육 ① ② ③ ④ ⑤ 
7) 여가생활 ① ② ③ ④ ⑤ 
8)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삶의 질 수준 ① ② ③ ④ ⑤ 

F3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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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F4 귀하는 다음의 생활 영역별로 서울시의 관련 정책과 지원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경제생활 ① ② ③ ④ ⑤ 
2) 고용과 노동 ① ② ③ ④ ⑤ 
3) 주거생활 ① ② ③ ④ ⑤ 
4) 요보호 가족 돌봄 ① ② ③ ④ ⑤ 
5) 건강과 보건 ① ② ③ ④ ⑤ 
6) 교육 ① ② ③ ④ ⑤ 
7) 여가생활 ① ② ③ ④ ⑤ 
8)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지원수준 ① ② ③ ④ ⑤ 

F5 다음은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현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A

A가
매우 
중요

A가
중요

반반
이다

B가
중요

B가
매우 
중요

B

1) 정책방향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이다 ① ② ③ ④ ⑤ 성장보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

2) 복지대상 가난한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3) 비용부담
능력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4) 복지수준
복지혜택이 적더라도 

세금부담이 적은 게 좋다
① ② ③ ④ 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혜택을 늘리는 게 좋다

F6 귀하는 복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다음 중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기 자신 ② 가족과 친척 ③ 지역사회 공동체 ④ 민간복지시설이나 단체 ⑤ 국가

F7 귀하는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서 ④ 기업의 세금, 기부금 등을 이용해서
②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⑤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을 이용해서
③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용 요금을 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 )

F8 귀하가 세금을 부담한 만큼 복지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F9 다음은 복지시설의 공급형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중 어떤 형태의 복지시설을 더 선호하십니까? 

구분 A

A를
매우 
선호

A를
선호

반반
이다

B를
선호

B를
매우 
선호

B

1) 거리와 

규모
좀 멀더라도 대규모 시설 ① ② ③ ④ ⑤ 

규모가 좀 작더라도

가까운 곳에 있는 시설

2) 비용 부담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무료 또는 저렴한 곳
① ② ③ ④ ⑤ 

비용을 좀 내더라도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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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 귀하의 집 근처에 치매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장사시설과 같이 꼭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꺼려하는 시설이

들어선다면 수용하시겠습니까?

① 수용가능
② 주민에게 불편이 오지 않도록 조치한다면 수용가능(교통문제, 환경문제 해결 등)
③ 경제적으로 보상한다면 수용가능   
④ 절대 반대       
⑤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 )

F11 귀하는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복지(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보육 등) ⑦ 주택정책
② 경제(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 ⑧ 도시안전
③ 교육(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훈련 등) ⑨ 환경오염(대기, 수질 등)
④ 보건의료, 건강분야 ⑩ 공원․녹지문제
⑤ 여가, 문화, 예술 ⑪ 도시계획, 도시개발
⑥ 교통(대중교통, 보행환경 등) ⑫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 )

F12 귀하는 서울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5세 이하 영유아 ⑦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
② 학령기 아동청소년 ⑧ 모든 여성
③ 노인 ⑨ 한부모 가정
④ 베이비부머 ⑩ 다문화 가정 
⑤ 장애인  ⑪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 )
⑥ 저소득층

F13 귀하는 서울시민 복지기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모른다 ③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②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른다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참고>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명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을 2012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높은 물가, 지역별 생활격차 등 지역특수성을  반영해 시민과 함께 만든 전국 최초의 복지기준으로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부문에 대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도입하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중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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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생활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F14 귀하는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F15 귀하는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보통 중요한 편 매우 중요

1) 취미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① ② ③ ④ ⑤ 

2) 사람들과의 교제, 동호회 등 친목활동 ① ② ③ ④ ⑤ 

3)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제활동 참여 ① ② ③ ④ ⑤ 

4) 자원봉사나 시민단체 활동 등 의미 있는 사회활동 ① ② ③ ④ ⑤ 

5) 배움을 통한 자기계발 ① ② ③ ④ ⑤ 

6)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냄 ① ② ③ ④ ⑤ 

7)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히 쉬기 ① ② ③ ④ ⑤ 

F16 귀하가 은퇴 후 노년기에 희망하는 거주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부부만 독립적으로 생활 ④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함께 생활
②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도움을 받음 ⑤ 실버타운 입주
③ 자녀와 동거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 )

F17 귀하는 본인의 사망 후 어떤 장사방식을 선택할 생각입니까?

① 매장 ☞ 조사 종료 ② 화장 ☞ F17-1로 이동

F17-1 화장하신다면, 화장 후 유골은 어떻게 안치할 생각입니까?

① 납골당 ④ 정해진 산골장소에 뿌림
② 납골묘 ⑤ 강이나 산에 뿌림
③ 자연장지(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등)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