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울산의 사회지표
SOCIAL INDICATORS IN ULSAN



1. 이 자료는 인구·주택, 소득·소비, 정보·통신, 사회·복지,

안전, 보건·환경, 문화·여가 부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3,82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8,077명

을 대상으로 2012.5.2.~5.7.(4일)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

한 것임 

2. 울산의 사회지표 결과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시점 등

의 차이로 인해 관련 통계결과와 다를 수 있음

3.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4. 본 보고서의 내용을 전재(轉載) 또는 역재(譯載)할 경우에는

반드시 「2012년 울산의 사회지표 보고서」○페이지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야 함

5. 이 보고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실

(☏052-229-2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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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가 처해 있는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제변화 현상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지표 조사 요구됨

■ 울산시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는 사회적 관심에 대한 시민의식과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지표화하여 이를 각종 사회개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조사배경

■ 1998년 :「울산광역시 시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태동, 제1회 조사 실시

각 부문별 3년 주기로 매년 실시

■ 2012년 : 제15회 조사 실시

~

1

조사연혁2

■ 통계법 제18조(통계 작성의 승인)에 의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20704호)

법적근거3

조사기간4

조사대상5

■ 기준시점 : 2012. 4. 30. 0시 

■ 대상기간 : 2011. 4. 30 ~ 2012. 4. 29.(1년간)

■ 조사시기 : 2012. 5. 2 ~ 5. 7.(6일간)

■ 울산광역시 약 3,820개 표본가구 내의 가구주 및 만15세 이상 가구원

조사개요Ⅰ 



2012 사회지표

- 12 -

■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하는 타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표를 사전 배부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토록 하는 자계식 방법을 병행

■ 모집단 : 2012. 4. 30. 현재 울산시 거주 만15세 이상 남녀

■ 표본추출틀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구 5,921 조사구를 이용

■ 층화 및 분류지표

- 각 구군별 5층으로 층화

- 조사구별로 주택유형, 생산가능인구(만15~64세)비율, 교육정도(대졸 비율) 등 지역별 분류

순서를 정하여 조사구 명부 정렬

■ 표본 추출

- 5개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 후 층별로 가구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

추출방법(PPS_SYS)을 이용하여 추출

- 중구 40, 남구 60, 동구 28, 북구 28, 울주군 35개 조사구등 총 191개 표본조사구 선정

- 가구 추출시 초기 시작거처를 임의추출(SRS)하여 시작거처로부터 20가구조사

- 예비가구 : 조사 불가 시 대체용으로 1개 조사구당 10가구 추가선정

■ 표본오차

- 표본수 : 191개 조사구, 3,820개 가구(신뢰구간 95%, ±2.3%p)

■ 자료처리 및 분석

- 문항별 빈도분석 및 2006, 2009, 2012년 3개년 결과비교(SPSS PC+PROGRAM 통계패키지

이용)

■ 공표방법 : 울산광역시홈페이지 게시, 통계 간행물 배부, 보도자료 제공

■ 공표시기 : 2012년 하반기

■ 간행물명 :「2012년 울산의 사회지표」

조사방법6

표본설계7

결과공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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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부문의 59개 항목 (인구특성 기본 항목 제외)

■ 인구·주택 부문 10개, 소득·소비 부문 11개, 정보·통신 부문 6개, 사회·복지 부문 8개, 안전·

공안 부문 3개, 보건·환경 부문 10개, 문화·여가 부문 11개였으며, 기본 항목은 성,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직업 등 5개임

항  목 설   문   내   용 2009년 2012년 비고

표Ⅰ-1-1 2009년과 2012년도 조사항목 비교

인  구
·

주  택

이사 계획 ○ ○

이사 예정 지역 ○ ○

이사 계획 이유 △ ○ 변경

주택 점유형태 ○ ○

주택자금 유형 ○ ○

주택 선택시 고려사항 ○ ○

결혼 적정 시기 ○ ○

이상적인 자녀 수 ○ ○

저출산 원인 ○ ○

효율적인 출산지원정책 ○ ○

소  득
·

소  비

월평균 가구소득 × ○ 신규

월평균 생활비 ○ ○

월평균 교육비 ○ ○

소득 만족도 △ ○ 변경

소비생활 만족도 △ ○ 변경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 전망 ○ ○

재산증식 방법 ○ ○

가족 평균 외식 횟수 ○ ○

가족의 주된 외식 메뉴 ○ ○

가족 외식 1회당 평균 비용 ○ ○

물품구매 장소 ○ ○

정  보
·

통  신

희망하는 정보화교육 △ ○ 변경

평균 통신비용 ○ ○

스마트폰 이용여부 × ○ 신규

스마트폰 이용계기 × ○ 신규

스마트폰 주 사용 기능 × ○ 신규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앱 기능 × ○ 신규

조사부문 및 항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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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설   문   내   용 2009년 2012년 비고

사  회
·

복  지

자원봉사 활동 ○ ○

최우선 추진할 행정분야 ○ ○

사회복지 필요 계층 ○ ○

사회복지 수준 ○ ○

여성복지 중점 추진분야 ○ ○

생활환경 만족도 ○ ○

최근 개선된 지역여건 ○ ○

울산의 자랑거리 ○ ○

안전

치안기관 중점 추진분야 ○ ○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 ○ ○

사회 불안요인 ○ ○

보  건
·

환  경

건강 상태 ○ ○

건강 관리 ○ ○

의료기관 만족도 ○ ○

도시공원 만족도 ○ ○

보행환경 만족도 × ○ 신규

보행환경 개선시책 × ○ 신규

야간 주차 장소 ○ ○

생활환경 저해요인 △ ○ 변경

환경개선의 최우선 사항 ○ ○

환경오염 방지 노력도 ○ ○

문  화
·

여  가

여가활용 방법 ○ ○

전년도 여행경험 ○ ○

전년도 여행일정 ○ ○

공공도서관 이용경험 × ○ 신규

도서관 이용목적 × ○ 신규

공공도서관 만족도 ○ ○

다문화 이해 × ○ 신규

다문화 지원 시책 × ○ 신규

국제결혼 ○ ○

국제결혼 긍정 이유 × ○ 신규

국제결혼 부정 이유 ×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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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주 성별 분포
○ 조사에 응답한 가구주는 남자 80.5%, 여자 19.5%로 남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

구  분 빈  도
비율(%)

남자
80.5%

여자
19.5%

15~29세
3.8%

표Ⅰ-2-1 가구주 성별 분포 그림Ⅰ-2-1 가구주 성별 분포

표Ⅰ-2-2 가구주 연령 분포 그림Ⅰ-2-2 가구주 연령 분포

■ 가구주 연령별 분포
○ 응답 가구주의 연령은 40대가 29.9%로 가장 많고, 50대 24.9%, 60대 이상 21.2%, 30대 20.2%,

20대 이하 3.8%의 순으로 나타남

전  체 3,806 100.0

15~29세 146 3.8

30~39세 769 20.2

40~49세 1,138 29.9

50~59세 946 24.9

60세 이상 807 21.2

30~39세
20.2%

40~49세
29.9%

50~59세
24.9%

60세 이상
21.2%

구  분 빈  도
비율(%)

전  체 3,806 100.0

남  자 3,064 80.5

여  자 742 19.5

조사가구 및 응답자 특성Ⅱ 

조사가구의 특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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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3.0%

■ 가구주 학력별 분포
○ 가구주의 학력은 고졸이 45.5%, 대학졸업 이상이 31.0%로 높게 나타났고, 무학이 3.0%로 가장

낮게 나타남

전  체 3,806 100.0

무  학 115 3.0

초  졸 373 9.8

중  졸 404 10.6

고  졸 1,733 45.5

대졸이상 1,181 31.0

초졸
9.8%

고졸
45.5%

대졸이상
31.0%

중졸
10.6%

미혼
9.2%

■ 가구주 혼인상태별 분포
○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현재 배우자 있음이 7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사별 9.7%,

미혼 9.2%, 이혼 6.2%의 순으로 나타남

전  체 3,806 100.0

미  혼 350 9.2

유배우 2,852 74.9

사  별 369 9.7

이  혼 235 6.2

사별
9.7%

유배우
74.9%

이혼
6.2%

표Ⅰ-2-3 가구주 학력 분포 그림Ⅰ-2-3 가구주 학력 분포

표Ⅰ-2-4 가구주 혼인상태 분포 그림Ⅰ-2-4 가구주 혼인상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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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주 직업별 분포
○ 가구주의 직업은‘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16.5%로 취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도 17.3%로 나타남

※ 분석을 위한 직업 재분류
- 본 보고서에서는 취업자 10개의 직업을‘관리/전문직’,‘사무종사자’,‘판매/서비스직’,

‘기능/기계조작직’,‘기타 취업자(농림어업, 단순노무, 군인)’등 5개로 구분함

- 미취업자의 경우,‘전업주부’,‘학생’,‘무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 응답자 수의 표기
- 본 보고서에서는 응답자 수를‘n=000’으로 표기하고, 이전의 조사와 비교된 표와 그래프에

밝힌 응답자 수는 모두 2012년 기준임

표Ⅰ-2-5 가구주 직업별 분포

빈도 330 449 330 431 116 43 628 340 370 3 95 13 658

8.7 11.8 8.7 11.3 3.0 1.1 16.5 8.9 9.7 0.1 2.5 0.3 17.3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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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분포
○ 가구주를 포함하여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8,077명의 성별은 남자 49.1%, 여자 50.9%로

나타남

남자
49.1%

여자
50.9%

전  체 8,077 100.0

남  자 3,966 49.1

여  자 4,111 50.9

15~19세
7.5%

■ 연령별 분포
○ 응답자의 연령은 40대가 25.4%로 가장 많고, 30대 20.5%, 50대 20.0%, 60대 이상 15.5%, 20대

11.2%, 10대 7.5%의 순으로 나타남

전  체 8,077 100.0

15~19세 607 7.5

20~29세 907 11.2

30~39세 1,658 20.5

40~49세 2,048 25.4

50~59세 1,618 20.0

60세 이상 1,239 15.3

30~39세
20.5%40~49세

25.4%

50~59세
20.0%

60세 이상
15.3%

20~29세
11.2%

표Ⅰ-2-6 응답자 성별 분포 그림Ⅰ-2-6 응답자 성별 분포

표Ⅰ-2-7 응답자 연령 분포 그림Ⅰ-2-7 응답자 연령 분포

전체 응답자의 특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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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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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2.4%

■ 학력별 분포
○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이 44.6%, 대학졸업 이상이 29.6%로 높게 나타났고, 무학이 2.4%로 가장

낮게 나타남

전  체 8,077 100.0

무  학 197 2.4

초  졸 693 8.6

중  졸 1,194 14.8

고  졸 3,606 44.6

대졸이상 2,387 29.6

초졸
8.6%

고졸
44.6%

대졸이상
29.6%

중졸
14.8%

미혼
22.2%

■ 혼인상태별 분포
○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6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미혼이 22.2%,

사별 6.0%, 이혼 3.3%로 나타남

전  체 8,077 100.0

미  혼 1,794 22.2

유배우 5,529 68.5

사  별 484 6.0

이  혼 270 3.3

사별
6.0%

유배우
68.5%

이혼
3.3%

표Ⅰ-2-8 응답자 학력 분포 그림Ⅰ-2-8 응답자 학력 분포

표Ⅰ-2-9 응답자 혼인상태 분포 그림Ⅰ-2-9 응답자 혼인상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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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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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별 분포
○ 응답자의 직업은 서비스직 9.9%, 전문직 9.7%, 기능직 9.2% 등이 취업자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업주부와 무직이 각각 21.3%와 12.4%로 나타남

빈도 385 787 599 801 256 59 742 418 576 7 1,722 726 999

4.8 9.7 7.4 9.9 3.2 0.7 9.2 5.2 7.1 0.1 21.3 9.0 12.4비율(%)

(단위 : %)

표Ⅰ-2-10 응답자 직업별 분포

그림Ⅰ-2-10 응답자 연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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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 부문Ⅰ 

4가구 중 1가구가 향후 3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음

▣ 향후 3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가구의 25.0%가 있다고 답한 반면,
75.0%는 이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2006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이사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가 갈수록 시민의 정주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이사 계획 유무의 차이가 컸는데, 20대 가구주의 경우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38.4%로 높았으나,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10.0%에 불과함

그림Ⅱ-1-1 응답자 연령 분포 ( n=3,805, 단위 : % ) 

표Ⅱ-1-1 가구주 연령별 이사 계획 (단위 : %)

전  체 3,805 25.0 75.0

연  령

15~29세 146 38.4 61.6

30~39세 769 34.5 65.5

40~49세 1,137 27.7 72.3

50~59세 946 24.6 75.4

60세 이상 807 10.0 90.0

3년 이내 이사 계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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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계획 가구의 82.5%는 울산 내에서 이사를 고려하고 있음

▣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의 82.5%는 울산 내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중 남구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지난(2006년, 2009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남구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은 다소 줄어든 반면, 동구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은 적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재 거주 지역에 따라 향후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이사를 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남구에서 남구로 이사를 하겠다는 응답이
61.3%로 가장 높았고, 동구 49.7%, 중구 43.8%, 북구와 울주군이 각각 36.2%, 36.3%로 나타남
- 그 외 중구, 북구, 울주군 거주자는 남구, 남구는 울주군, 동구는 북구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사례수(명)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기타

그림Ⅱ-1-2 이사 예정 지역 ( n=948, 단위 : % )

표Ⅱ-1-2 거주 지역별 이사 예정 지역 (단위 : %)

전  체 948 14.7 34.4 10.9 11.0 11.6 17.5

거주
지역

중  구 178 43.8 19.1 5.6 6.7 8.4 16.3

남  구 323 5.6 61.3 2.8 3.4 10.5 16.4

동  구 149 5.4 12.1 49.7 16.8 0.7 15.4

북  구 141 17.7 18.4 5.0 36.2 2.1 20.6

울주군 157 6.4 31.8 1.9 3.2 36.3 20.4

이사 예정 지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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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려는 이유는 주로 생활 여건과 직장이나 사업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

▣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의 이사 이유로는 생활여건 때문에 28.1%, 직장 사업상의 이유로 23.5%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이사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그 외, 더 나은 교육환경이나 자연환경을 찾아 이사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12.3%와 10.5%로 나타

났으며, 부동산 가치 상승을 활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높지
않았음

▣ 가구주의 연령별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20대의 경우 직장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이 35.7% 매우 높았음
- 학령기 자녀를 둔 30대와 40대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이사를 하는 비율이 각각 18.6%와 16.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50대와 60대 이상은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이 54.3%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이사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음

구  분 사례수
(명)

직장
(사업)

자연
환경

교육
환경

치안
문제

경제적
여건

교통
편의

문화·편의
시설

재태크
(부동산가치) 기타

그림Ⅱ-1-3 이사 계획 이유 ( n=944, 단위 : % )

표Ⅱ-1-3 연령별 이사 이유 (단위 : %)

전  체 944 23.5 10.5 12.3 1.1 28.1 5.2 8.6 6.3 4.6

연령

20~29세 56 35.7 8.9 3.6 3.6 17.9 7.1 8.9 5.4 8.9
30~39세 263 25.9 7.6 18.6 1.1 22.1 4.9 9.1 6.1 4.6
40~49세 313 24.6 9.6 16.3 0.3 26.8 4.5 6.7 8.0 3.2
50~59세 231 20.8 14.3 4.8 0.9 29.9 6.5 11.3 6.5 5.2
60세이상 81 11.1 13.6 3.7 2.5 54.3 3.7 6.2 0.0 4.9

이사 계획 이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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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가구의 63%정도가 자기 소유의 주택에서 살고있음

▣ 조사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자가’63.3%,‘전세’15.3%,‘보증부 월세’13.0%의 순으로 나타남
- 2006년, 2009년의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연령별로 주택의 자가 보유율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가 보유율이 현격히
높아지고 있음. 20대는 22.4%만이 자기 소유인 반면, 30대는 51.5%, 40대는 64.6%, 60대 이상은 73.4%가
자가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도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북구와 울주군의 경우 자가 비율이 70%대로 높고, 나머지 지역은

전세와 보증부월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례수(명)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사글세) 무상 기타

그림Ⅱ-1-4 주택 점유 형태 ( n=3,806, 단위 : % )

표Ⅱ-1-4 응답자 특성별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

전  체 3,806 63.3 15.3 13.0 5.2 2.2 1.1

연령

15~19세 3 0.0 0.0 100.0 0.0 0.0 0.0
20~29세 143 22.4 25.2 37.8 12.6 0.7 1.4
30~39세 769 51.5 23.8 15.7 4.9 3.1 0.9
40~49세 1,138 64.6 16.3 10.6 4.6 2.6 1.2
50~59세 946 69.0 10.7 12.3 5.0 1.4 1.7
60세이상 807 73.4 9.3 9.9 5.3 1.7 0.4

거주
지역

중  구 794 58.1 15.7 16.0 6.5 1.9 1.8
남  구 1,193 60.4 15.8 14.1 6.1 1.3 2.2
동  구 559 58.3 20.0 14.7 5.4 1.3 0.4
북  구 560 70.7 12.5 9.3 2.7 4.8 0.0
울주군 700 72.0 12.1 9.4 4.0 2.4 0.0

주택 점유 형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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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련 자금은 저축(61.1%)과 은행융자(26.8%)가 주를 이룸

▣ 조사 대상 가구주에게 주택 자금의 유형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저축금’이라고 답했으며,
은행융자금으로 주택을 마련했다는 응답이 26.8%로 그 뒤를 이었음
- 반면,‘상속’이나‘부모나 친지의 보조금’등 가족의 도움으로 주택을 마련했다는 응답도 각각

4.9%와 4.1%로 낮으며, 계(契)나 사채를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전 조사(2006년, 2009년)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울산 시민의 주된 주택 자금 유형은

저축이나 융자와 같은 금융권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임

사례수(명) 상 속 저축금 계(契)
은행
융자금 사채

부모친지
보조금 기타

그림Ⅱ-1-5 주택 자금 유형 ( n=3,806, 단위 : % )

표Ⅱ-1-5 응답자 특성별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

전  체 3,806 4.9 61.1 1.0 26.8 0.3 4.1 1.9

연령

15~19세 3 0.0 100.0 0.0 0.0 0.0 0.0 0.0
20~29세 143 2.8 60.1 2.1 25.9 0.7 8.4 0.0

30~39세 769 2.7 52.4 0.5 35.8 0.4 7.9 0.3

40~49세 1,138 3.1 60.8 0.8 31.2 0.3 2.6 1.2

50~59세 946 3.8 67.4 1.0 23.7 0.1 2.2 1.8

60세 이상 807 11.0 62.2 1.5 15.9 0.6 4.0 4.8

거주
지역

초졸이하 488 11.5 57.6 2.3 16.4 0.6 4.3 7.4

중등졸업 404 5.2 66.3 1.0 22.5 0.2 2.5 2.2

고등졸업 1,733 3.7 60.8 0.8 29.1 0.4 4.1 1.1

대졸이상 1,181 3.7 61.1 0.7 29.0 0.2 4.6 0.7

주택 자금 유형5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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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선택할 때는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주위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응답

▣ 조사 대상 가구의 절반 정도는 주택을 선택할 때 주위환경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주
택가격과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전 조사(2006년, 2009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2006년 이후 주택가격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유추됨

사례수(명) 주택구조 교통편의 주위환경 이웃관계 재산증식 주택가격

▣ 성별에 따라 주택 선택 시 고려사항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포괄적 성격이 강한 ‘주위환경’
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주택구조’,‘교통편의’,‘이웃과의 관계’등 구체적 사항
들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도 주택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다른데, 20대는 주택구조, 30~40대는 주위환경,

60대 이상은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Ⅱ-1-6 주택 선택 시 고려사항 ( n=3,805, 단위 : % )

표Ⅱ-1-6 응답자 특성별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

전  체 3,805 8.6 16.8 49.9 3.1 3.8 17.1

성별
남   자 3,063 8.3 16.1 52.2 2.5 4.1 16.1

여   자 742 9.8 20.1 40.0 5.4 2.6 20.9

연령

15~19세 3 0.0 0.0 66.7 0.0 0.0 33.3

20~29세 143 18.2 17.5 43.4 2.1 3.5 14.7

30~39세 769 8.8 13.7 54.1 0.8 2.9 19.2

40~49세 1,137 7.5 15.2 57.3 1.0 4.0 14.9

50~59세 946 7.7 18.9 47.5 3.5 4.3 17.3

60세이상 807 9.2 19.7 39.3 8.1 3.8 18.1

주택선택 시 고려사항6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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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 중 6명이 26~30세를 결혼적령기로 선택, 10명 중 3명은 31~35세로 응답하여 결혼 적령
기가 다소 높아지는 경향

▣ 결혼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9.3%가‘26~30세’라고 답했으며,
‘31~35세’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33.2%로 그 뒤를 이었음 
- 이를 2009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26~30세라는 응답은 71.2%에서 59.3%로 11.9%p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31~35세라는 응답은 23.2%에서 33.2%로 10.0%p 늘어나, 울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결혼
적령기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09년 조사표에는‘해당없음’선택지가 없음)

사례수(명) 20세이전 21~25세 26~30세 31~35세 36세이후 해당없음

▣ 성별에 따라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의견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31~35세’라는 응답이, 여성은
‘26~30세’라는 응답이 각각 10%p 정도 더 많음
-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10대에서 30대까지는‘31~35세’라는 응답이, 40대에서 60대

이상은‘26~30세’라는 응답이 각각 15%p 이상 더 많아, 결혼 적령기에 대한 세대간 생각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Ⅱ-1-7 결혼 적령기 ( n=8,076, 단위 : % )

표Ⅱ-1-7 응답자 특성별 결혼 적령기 (단위 : %)

전  체 8,076 0.3 3.9 59.3 33.2 1.1 2.2

성별
남   자 3,966 0.3 3.6 54.3 38.6 1.0 2.1
여   자 4,110 0.2 4.3 64.1 27.9 1.1 2.3

연령

15~19세 607 1.3 6.1 45.5 44.8 1.5 0.8
20~29세 907 0.1 3.0 50.5 44.3 0.7 1.4
30~39세 1,657 0.2 2.9 48.0 44.4 2.1 2.4
40~49세 2,048 0.0 2.5 64.4 29.9 1.0 2.1
50~59세 1,618 0.1 3.7 68.0 25.1 0.7 2.4
60세이상 1,239 0.5 7.7 68.0 20.3 0.4 3.1

결혼 적령기7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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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0명 중 65명이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이라고 응답

▣ 이상적인 자녀의 수가 몇 명이냐는 질문에‘2명’이라는 응답이 65.0%로 가장 많았으며, 3명 19.4%, 1명
10.7% 순으로 나타남

- 2009년의 조사 결과와 거의 유사한 응답 비율을 보임( 2009년 조사표에는‘0명’선택지 없음)

사례수(명)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0명

▣ 연령별로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생각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2명이 이상적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연령이 낮을수록 1명을 이상적인 자녀수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고, 나이가 많아질
수록 3명을 이상적인 자녀수로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Ⅱ-1-8 이상적인 자녀 수 ( n=8,075, 단위 : % )

표Ⅱ-1-8 응답자 특성별 이상적 자녀 수 (단위 : %)

전  체 8,075 10.7 65.0 19.4 3.1 0.8 1.0

연령

15~19세 607 24.1 60.3 13.0 1.2 0.3 1.2

20~29세 907 18.0 65.8 12.8 1.2 0.3 1.9

30~39세 1,658 12.2 70.3 13.9 1.9 0.7 0.9

40~49세 2,046 10.2 66.0 19.3 3.2 0.5 0.8

50~59세 1,618 6.2 65.5 23.0 3.5 0.9 1.0

60세 이상 1,239 3.6 57.5 30.4 6.2 1.7 0.6

이상적인 자녀 수8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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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원인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경제적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효율적인 출산지원책으로
의무교육확대와 무료 보육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

▣ 저출산 현상의 주된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0.9%가‘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과중’
이라고 답하고 있음
- 이는 보기 문항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2009년의 응답 69.8%에 비해서도 매우 높아진 결과임

(2009년 결과,‘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과중’69.8%,‘가정경제가 어렵고 직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21.1% 등)

- 저출산 원인에 대한 응답은 성별이나 연령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저출산의 원인으로 생각함

▣ 한편,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출산지원정책으로는
‘의무교육 확대’30.2%,‘무료 보육시설 운영’28.1%,‘육아휴직제 확대·보완(휴직기간 생계비 지원 등)’
15.3%의 순으로 나타남
- 효율적인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은 성, 연령, 학력 등 응답자 특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Ⅱ-1-9 저출산 원인 (단위 : %)

※ 기타(0.3%) 응답 제외 ※ 기타(1.0%) 응답 제외

그림Ⅱ-1-10 효율적 출산 지원정책

경제적
부담과중
80.9%

결혼연령
상승
4.1%

불임증가
0.7%

양육자 및
양육기관 부재

4.8%
출산

양육의 구속
4.8%

저출산 원인과 지원정책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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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지난 1년, 월평균 가구 소득에 대해, 응답 가구의 23.8%가‘200~300만원 미만’, 18.8%는‘100~2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으며,‘7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가구도 5.3%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0가구 중 6가구가 월평균 3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3가구

는 300~600만원 미만의 소득, 1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소득 수준에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200만원 이상의 소득 비
중이 높고, 여성 가구주의 경우 200만원 미만 소득인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주의 학력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가구주의 학력이 초졸 이하인 가구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비중이 63.9%에 이르는 반면, 300만원 이상의 소득에서는 가구주의 학력
이 대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림Ⅱ-2-1 월평균 가구 소득 ( n=3,806 단위 : % )

표Ⅱ-2-1 응답자 특성별 가구 소득 (단위 : %)

소득·소비 부문Ⅱ 

월평균 가구 소득1

조사가구의 23.8%가 월평균 200만원대의 소득임

사례수(명) 100만원 미만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600 600~700 700만원 이상

전  체 3,806 16.7 18.8 23.8 15.4 10.0 5.8 4.3 5.3

성별
남   자 3,064 10.4 17.8 25.4 17.2 11.5 6.6 5.0 6.1

여   자 742 42.6 23.3 17.0 8.1 3.5 2.3 1.5 1.8

학력

초졸이하 488 63.9 20.3 10.5 3.7 0.6 0.2 0.4 0.4

중등졸업 404 32.4 26.2 23.5 6.7 5.7 2.7 1.5 1.2

고등졸업 1,733 9.1 20.9 27.4 16.9 10.2 6.0 4.3 5.2

대졸이상 1,181 3.0 12.6 24.0 21.0 14.9 8.7 6.9 8.7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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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2-2 재산 증식 방법 ( n=8,075, 단위 : % )

주된 재산 증식 방법은 예·적금 등 금융기관 수신인 것으로 나타남

▣ 재산 증식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기관 수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주식, 펀드 등 증권사를 이용하거나 부동산 투자 등을 활용하지만 계(契)
나 귀중품 구입 등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전 조사(2006년, 2009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주식이나 펀드 등 증권사 활용은 지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 수신은 조금씩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음.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재산 증식은
200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다소 하락함(2003년 결과,‘부동산 투자’
3.3%)

- 한편,‘기타’응답의 구체적 내용은 여력이 없어 활용하는 재산 증식 방법이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
인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산 증식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지 못하는 응답자들도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사례수(명) 주식/펀드 금융기관수신
(예금,적금 등) 부동산투자 계(契) 귀중품구입 기타

표Ⅱ-2-2 학력별 재산 증식 방법 (단위 : %)

전  체 8,075 10.0 68.6 6.8 1.1 0.4 13.0

학력

초졸이하 890 2.5 63.6 2.9 2.0 0.4 28.5

중등졸업 1,193 5.7 64.0 3.7 1.4 1.1 24.1

고등졸업 3,605 9.9 71.3 7.0 1.1 0.4 10.2

대졸이상 2,387 15.1 68.6 9.7 0.7 0.2 5.7

재산 증식 방법2

▣ 학력별로 재산 증식 방법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학력이 높아질수록 주식이나 펀드 등 증권사를 활용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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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2-3 소득 여부 (n=8,077) (n=5,438)그림Ⅱ-2-4 소득 만족도

있음
66.3%

소득 만족도3

소득만족도는 보통(51.6%)이 주를 이루며, 만족(13.7%)보다는 불만족(34.9%) 응답이 다소 많음 

▣ 전체 응답자의 66.3%가 현재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포함)이 있다고 응답함
- 현재 소득이 있는 응답자의 자기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매우 만족’1.5%,‘만족’12.2% 등 만족

한다는 응답은 13.7%인 반면,‘매우 불만족’7.2%,‘불만족’27.4% 등 불만족 한다는 응답은 34.6%
로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과 관리직과 전문직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사례수
(명) 만족 보통

소득 있음

표Ⅱ-2-3 응답자 특성별 소득 만족도 (단위 : %)

매우 약간 불만족 약간 매우

전  체 5,348 13.7 1.5 12.2 51.6 34.6 27.4 7.2

학력

초졸이하 422 5.2 1.4 3.8 40.3 54.5 40.0 14.5
중등졸업 530 9.2 0.8 8.5 47.5 43.2 35.5 7.7
고등졸업 2,511 12.0 1.1 10.9 53.0 35.0 27.4 7.6
대졸이상 1,885 19.2 2.3 16.8 53.6 27.3 22.3 4.9

직업

관리자/전문가 1,144 20.1 2.2 17.9 56.3 23.6 19.7 3.9
사무종사자 591 18.6 1.9 16.8 55.5 25.9 21.7 4.2

판매/서비스종사자 1,016 7.7 0.8 6.9 49.2 43.1 34.7 8.4
기능원/장치·기계조작 1,142 15.0 1.5 13.5 54.6 30.5 24.9 5.6
기타(농림어업,단순노무) 614 10.7 1.5 9.3 43.2 46.1 34.2 11.9

전업주부 350 10.9 0.3 10.6 54.6 34.6 26.0 8.6
학생 65 12.3 1.5 10.8 46.2 41.5 38.5 3.1
무직 426 7.7 2.3 5.4 42.5 49.8 35.4 14.3

없음
33.7%

보통
51.6%

만족
12.2%

매우만족 1.5%매우불만 7.2%

불만
27.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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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를 제외한 월평균 생활비 지출이 얼마냐는 질문에, ‘30만원 미만’ 7.0%, ‘30-60만원 미만’
12.7% 등 월 6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가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함. 반면, 월 200만원 이상 생활비
를 지출하는 가구도 18.2%에 달해 생활비 지출 규모에 가구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지난 조사(2006년, 2009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 직후 생활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

어든 2009년은 제외하고, 9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중과 2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중이 모두 늘
어난 것으로 나타나, 생활비 지출의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보임 

▣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월평균 생활비 지출 규모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 가구주의 경우 120
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6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더 많았음
-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차이도 뚜렷한데, 학력이 낮을수록 6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12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가구 소득과 생활비 지출의 크기는 비례하는 경향이 큼

그림Ⅱ-2-5 월평균 교육비 (n=3,806, 단위 : %)

표Ⅱ-2-4 응답자 특성별 가구 소득 (단위 : %)

월평균 생활비4

월평균 생활비는 120~200만원(31.2%), 60~120만원(30.9%), 60만원미만(19.7%), 200만원 이상
(18.2%) 순으로 나타나며, 가구 소득과 생활비 지출크기는 비례

사례수(명) 30만원 미만 30~60만원 미만 60~90만원 미만 90~120만원 미만 12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구  분

전  체 3,806 7.0 12.7 14.0 16.9 15.3 15.9 18.2

성별
남   자 3,064 3.9 10.6 13.0 17.5 16.8 17.6 20.7
여   자 742 19.9 21.6 17.8 14.8 9.2 9.2 7.5

학력

초졸이하 488 29.5 28.1 16.4 12.5 5.9 5.3 2.3
중등졸업 404 10.4 16.6 18.6 20.5 14.9 11.9 7.2
고등졸업 1,733 3.3 11.5 15.2 17.7 16.2 16.7 19.3
대졸이상 1,181 1.9 6.9 9.5 16.4 18.0 20.6 26.8

학력
200만원미만 1,353 18.3 24.8 22.3 17.4 10.0 5.6 1.6
200-400만원 1,491 1.2 8.9 12.6 21.8 20.1 20.6 14.8
400만원이상 962 0.1 1.8 4.3 8.8 15.3 23.2 46.6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40
만원 미만

40~50
만원 미만

50~60
만원 미만

60~70
만원 미만

70~80
만원 미만

80~100
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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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 한달 평균 교육비지출 정도에 대하여, 조사 대상 가구의 13.6%가 월 100만원 이상을 교육비로
사용했다고 응답함
- 기타 응답으로는 학령기 자녀가 없거나 모두 분가해 교육비 지출이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함

▣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학령기 자녀를 둔 40대와 50대에서 월 100만원 이상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음
- 가구 소득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32.7%가 1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다른 가구와 큰 차이를 보임

그림Ⅱ-2-6 월평균 교육비 (n=3,806, 단위 : %)

표Ⅱ-2-5 가구 소득별 교육비 지출 (단위 : %)

월평균 교육비5

월평균 교육비로는 13.6%가 월 1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

100
만원 이상 기타

전  체 3,806 7.8 4.5 4.7 6.4 6.0 5.3 3.5 4.2 6.9 13.6 37.2

연령

15~19세 3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3 66.7

20~29세 143 23.1 9.1 7.7 2.1 4.2 2.8 0.7 1.4 1.4 5.6 42.0

30~39세 769 10.1 9.5 9.5 14.0 8.6 6.0 3.8 3.5 4.9 4.4 25.6

40~49세 1,138 3.7 3.5 4.7 7.1 9.2 9.1 5.0 8.2 13.1 23.6 12.7

50~59세 946 8.6 3.3 3.5 4.2 4.3 3.9 3.5 3.2 6.7 20.2 38.7

60세 이상 807 7.8 1.9 1.0 1.4 1.1 1.2 1.6 0.9 1.1 2.0 80.0

학력

200만원미만 1,353 8.6 5.1 3.5 4.9 3.3 2.9 2.4 2.3 2.2 2.6 62.2

200~400만원 1,491 9.1 5.1 6.5 9.1 8.6 6.4 3.8 4.2 6.6 11.3 29.3

400만원이상 962 4.7 2.8 3.5 4.3 5.7 6.9 4.5 6.9 13.7 32.7 14.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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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1.9%가 보통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34.6%로 만족한다는 응답 16.4%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소비생활 만족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소비생활 만족도는‘보통’이라는 응답은 52.4%로 전체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만족한다는
응답이 28.2%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19.4%에 비해 10%p 가량 높았음

그림Ⅱ-2-7 소비생활 만족도 (n=8,077, 단위 : %)

소비생활 만족도6

소비생활 만족도는 응답자 절반이상이‘보통’이라고 응답

사례수(명) 만족 보통

표Ⅱ-2-6 가구 소득별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

매우 약간 불만족 약간 매우

전  체 3,806 17.4 1.8 15.6 49.7 33.0 23.8 9.1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1,353 10.6 0.8 9.8 43.0 46.4 30.9 15.5 

200~400만원 1,491 16.6 1.0 15.6 53.9 29.5 22.8 6.7 

400만원이상 962 28.2 4.4 23.8 52.4 19.4 15.5 4.0

구       분

※ 본 표는 가구주 대상 분석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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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에 대한 전망으로, 과반수 이상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호전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과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 역시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
- 외환위기 직후인 2009년의 경우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적은 대신, 부정적 의견이 이번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음

그림Ⅱ-2-8 내년 가구 재정상태 전망 (n=3,805)

내년 가구 재정상태 전망7

내년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

사례수(명) 호전 동일 수준

표Ⅱ-2-7 가구 특성별 내년 재정상태 전망 (단위 : %)

크게 약간 악화 약간 매우

전  체 3,805 25.8 2.1 23.7 51.0 23.2 18.9 4.2

성별
남   자 3,063 26.8 2.2 24.7 49.8 23.4 19.5 3.9

여   자 742 21.4 2.0 19.4 56.2 22.4 16.8 5.5

연령

15~19세 3 33.3 33.3 0.0 66.7 0.0 0.0 0.0

20~29세 143 42.0 3.5 38.5 45.5 12.6 7.7 4.9

30~39세 769 33.2 2.5 30.7 48.6 18.2 14.4 3.8

40~49세 1,138 29.9 2.9 27.0 48.7 21.4 17.3 4.1

50~59세 946 25.1 1.9 23.2 49.5 25.5 22.5 3.0

60세 이상 806 10.9 0.6 10.3 59.4 29.7 23.4 6.2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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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 가족과 함께 외식한 횟수는‘월2회 정도’23.4%,‘월1회 정도’19.8%,‘주1회 정도’16.5%의
순으로 나타남. 외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3.8%나 되어 대조를 보임
- 2009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주2회 이상’,‘주1회 이상’등 가족과 자주 외식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과거에 비해 가족 단위의 외식을 더 자주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Ⅱ-2-9 외식 횟수

가족 단위 평균 외식 횟수8

지난 1년 동안 조사대상 가구의 4곳 중 1곳은 월 2회 정도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한 것으로 나타남

사례수
(명)

외식
안함

1주2회
이상

1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2월1회
정도

3월1회
정도

4~6월
1회정도

6~12월
1회정도

표Ⅱ-2-8 응답자 특성별 외식 횟수 (단위 : %)

구       분

전  체 3,805 13.8 9.1 16.5 23.4 19.8 5.9 4.7 3.0 3.7

성별
남   자 3,063 10.3 9.4 17.8 25.6 20.9 5.9 4.5 2.7 2.8

여   자 742 28.2 7.8 11.1 14.4 15.4 5.9 5.7 4.0 7.5

연령

15~19세 3 0.0 0.0 33.3 0.0 33.3 0.0 0.0 33.3 0.0

20~29세 142 9.9 22.5 23.9 19.0 13.4 3.5 2.1 4.2 1.4

30~39세 769 5.2 17.6 25.0 27.4 16.3 3.4 2.6 1.0 1.6

40~49세 1,138 7.6 8.9 21.5 28.6 20.7 5.4 3.3 2.5 1.6

50~59세 946 13.4 5.7 11.4 22.7 22.8 8.2 7.6 3.7 4.3

60세이상 807 32.0 2.9 5.8 14.0 19.7 6.9 5.8 4.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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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함께하는 외식 메뉴는 한식이 80.1%로 압도적으로 많음. 그 외 중식, 일식, 양식 등은 5% 내외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이는 2006년, 2009년의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그림Ⅱ-2-10 외식 메뉴 ( n=3,805, 단위 : % )

▣ 3인 가족 기준 1회 외식비용으로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3~5만원 미만’34.5%,‘5~7만원 미만’
30.1%,‘7~10만원 미만’17.6%의 순으로 나타나, 다수가 1인당 1~2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2009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3만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7.9%에서 11.7%로 줄어든

반면‘5~7만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26.1%에서 30.1%로 증가하였음. 이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
적인 외식비용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단, 15만원 이상의 많은 외식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Ⅱ-2-11 적정 외식 비용 ( n=8,066, 단위 : % )

외식 메뉴 및 적정 외식 비용9

주된 외식메뉴는 한식(80.1%)이며, 3인 가족 기준 적정 외식 비용은 3~5만원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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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과 식품의 경우,‘대형할인점’45.4%,‘재래시장’43.3%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9년
의‘재래시장’49.8%,‘대형할인점’40.1%와 대조적임
- 의류와 신발은‘대형할인점’28.6%,‘백화점’28.1%,‘전문점’16.4%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2009년

에 비해 백화점 구매 비중은 증가한 반면,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등의 구매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음. 한편,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 비중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방 용품의 경우, 대형할인점의 비중이 58.5%로 매우 높았으며, 2009년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전자제품과 통신기기는‘전문점’53.4%,‘대형할인점’3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 비해
전문점 구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음

- 가구류의 경우, 전문점의 비중이 68.7%로 높았으며, 2009년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일상생활용품은 대형할인점의 비중이 72.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2009년의 67.6%에 비해

서도 다소 증가한 결과임

▣ 전반적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인터넷쇼핑몰 등은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재래시장은 모든
용품의 구매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 가구류의 경우 전문점 구매율이 높고 구매 장소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물품 구매 장소10

주요 물품의  종류별로 구매 장소가 뚜렷한 차이를 보임

표Ⅱ-2-9 물품 구매 장소 ( n=8,053~8,072, 단위 : % )

구   분 조사시점 백화점 대형할인점 전문점 재래시장 편의점슈퍼 인터넷쇼핑몰

농수산물/식품
2009년 1.9 40.1 1.9 49.8 6.0 0.3

2012년 2.7 45.4 1.9 43.3 6.0 0.7

의류/신발
2009년 23.8 32.3 15.2 19.6 0.6 8.5

2012년 28.1 28.6 16.4 13.0 0.4 13.4

주방 용품
2009년 5.4 58.7 11.1 17.7 3.4 3.8

2012년 8.0 58.5 12.0 12.7 2.8 6.1

전자제품
통신기기

2009년 4.8 37.9 47.5 3.1 0.4 6.2

2012년 6.2 31.7 53.4 2.3 0.2 6.2

가구류
2009년 2.3 19.0 69.4 5.0 0.4 3.9

2012년 4.0 19.7 68.7 3.2 0.3 4.1

일상생활용품
2009년 2.2 67.6 1.9 10.3 16.2 1.7

2012년 2.2 72.7 1.6 6.9 13.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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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전체 응답자의 78.0%는 향후에 최소한 1가지 이상의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는 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고, 학력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은‘인터넷’16.1%,‘포토샵 등 이미지

편집’13.7%,‘스마트폰 활용방법’13.1% 등임
- 이전 조사와 교육 프로그램 항목이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새롭게 추가된 스마트폰

활용방법에 대한 응답자들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 최근의 스마트폰 보급률 상승을 짐작하게 함

그림Ⅱ-3-1 희망하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n=6,298, 단위: %)

표Ⅱ-3-1 정보화 교육 필요 여부 (n=8,053~8,072, 단위: %)

정보·통신 부문Ⅲ 

희망하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1

시민 10명중 8명은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며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16.1%), 포토샵
(13.7%), 스마트폰활용(13.1%) 등임

구  분 사례수(명) 희망 프로그램  있음 희망 프로그램 없음
전  체 8,077 78.0 22.0

연령

15~19세 607 92.1 7.9
20~29세 907 86.7 13.3
30~39세 1,658 88.0 12.0
40~49세 2,048 86.6 13.4
50~59세 1,618 76.5 23.5
60세 이상 1,239 39.1 60.9

학력

초졸이하 890 35.2 64.8
중등졸업 1,194 72.4 27.6
고등졸업 3,606 83.9 16.1
대졸이상 2,387 87.8 12.2

※ 단, 2006년과 2009년 조사표에는 스마트폰, 디카활용 항목 없음. 기타(0.2%) 응답 제외

※ 본 표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선호도 문항(조사표 19번)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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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 조사 대상의 1/3 정도가‘월평균 10~20만원 미만’을 통신비로 지출했으며, 그 다음으로
‘5~10만원 미만’23.1%,‘20~25만원 미만’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조사(2006년, 2009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만원 이상을 통신비로 지출하는 가구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많아졌으며, 한편에서는 5만원 미만의 소액을 지출하는 가구의 비중도 함께 높아져 대조를
보이고 있음

-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구는 통신비 지출도 적어‘5만원 미만’이 45.4%로 가장 많은 반면,
4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20만원 이상의 통신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음

그림Ⅱ-3-2 월평균 통신비용 (n=3,801, 단위: %)

월평균 통신비용2

월평균통신비는 10만원 이하(42.9%), 10만원대(34.1%) 순임

사례수(명)
5만원
미만

5~10
만원 미만

10~20
만원 미만

20~25
만원 미만

25~30
만원 미만

30~35
만원 미만

35만원
이상구       분

전  체 3,801 19.8 23.1 34.1 13.2 5.7 1.8 2.2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1,349 45.4 28.5 18.2 4.9 2.0 0.5 0.5 

200~400만원 1,490 7.4 24.6 42.3 16.2 5.6 1.9 1.9 

400만원이상 962 3.1 13.1 43.8 20.3 11.2 3.3 5.2 

표Ⅱ-3-2 가구 소득별 월평균 통신비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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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3.3%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음
- 남성은 58.0%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 여성 48.7%에 비해 10%p 가량 많이 이용하고 있음.

연령별로는 20대의 사용률이 89.7%로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은
6.5%만이 사용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임

스마트폰 이용 여부 및 이용 계기3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 다양한 앱과 항상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점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

그림Ⅱ-3-3 스마트폰 이용 (n=8,077) (단위: %)표Ⅱ-3-3 응답자 특성별 스마트폰 이용

이용하지
않음

46.7%
이용함
53.3%

그림Ⅱ-3-4 스마트폰 이용 계기 (n=4,292, 단위: %)

▣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유는‘다양한 앱을 이용하고 싶어서’가 2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수시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어서’24.8%로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을 활용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사례수(명) 이용함 이용않함

전  체 8,077 53.3 46.7

성별
남  자 3,966 58.0 42.0

여  자 4,111 48.7 51.3

연령

15~19세 607 73.0 27.0

20~29세 907 89.7 10.3

30~39세 1,658 78.6 21.4

40~49세 2,048 57.4 42.6

50~59세 1,618 30.0 70.0

60세 이상 1,239 6.5 93.5

※ 기타(2.7%) 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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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스마트폰의 사용 이유인‘무선인터넷과 모바일앱’이라는
응답이 과반이 넘는 55.8%로 나타났으나, 여전히‘음성·영상 통화’혹은‘문자메시지’를 주로 사용하는
비율도 각각 22.4%와 21.9%로 나타남

스마트폰 주 사용 기능4

스마트폰 주 사용하는 기능은 무선인터넷과 모바일앱(55.8%), 통화(22.4%), 문자메세지(21.9%) 순임

그림Ⅱ-3-5 주 사용 기능 (n=4,295)

무선인터넷
모바일앱
55.8% 문자메세지

21.9%

음성·영상 통화
22.4%

▣ 여성은 남성에 비해‘문자메시지’사용률이 10%p 가량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음성·영상 통화’
의 사용 비중이 많아지고, 반대로 연령이 낮아질수록‘무선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짐

표Ⅱ-3-4 응답자 특성별 주 사용 기능 (단위: %)

구  분 사례수(명) 음성·영상 통화 문자메시지 무선인터넷/모바일앱

전  체 4,295 22.4 21.9 55.8

성  별
남  자 2,297 24.1 17.5 58.4

여  자 1,998 20.3 27.0 52.7

연  령

15~19세 443 5.0 28.9 66.1

20~29세 814 12.4 13.9 73.7

30~39세 1,302 21.6 16.6 61.8

40~49세 1,175 29.5 26.4 44.1

50~59세 484 35.1 31.4 33.5

60세 이상 77 50.6 27.3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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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앱은‘게임·오락’24.6%,‘SNS, 인스턴트메신저(예.
카카오톡) 등 커뮤니케이션’24.3%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뉴스, 정보 검색’10.8%,‘금융, 증권
거래’9.4%,‘음악’8.0%의 순으로 나타남
- 평소 사용하는 모바일앱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중복으로 확인해 보면,‘뉴스, 정보 검색’16.2%,

‘SNS, 인스턴트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13.3%,‘게임·오락’12.2%,‘사진, 동영상 촬영 및 편집’
11.7%,‘음악’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 사용 모바일앱5

과거 컴퓨터에서 하던 활동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 스마트폰 주 사용 모바일앱은 게임
(24.6%), SNS·카카오톡 등 메신저(24.3%), 뉴스·정보검색(10.8%) 순임

▣ 이런 결과를 보면 현재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 개인 컴퓨터에서 하던
활동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통해 즐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아직 스마트폰을 통해 쇼핑을
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Ⅱ-3-5 응답자 특성별 주 사용 기능 (n=4,294, 단위: %)

게임
오락

금융
증권

SNS TV
라디오

지도
네비

교육
학습
전자책

음악
뉴스
정보
검색

날씨
대중
교통

쇼핑 이메일
송수신

게임
오락
사진
동영상
촬영편집

달력
일정
관리
명함

기타구  분

1순위 24.6 9.4 24.3 3.6 4.1 2.9 8.0 10.8 2.3 0.6 2.6 3.1 3.1 0.4

1~3순위 12.2 5.4 13.3 3.8 4.4 3.0 10.5 16.2 5.6 2.2 4.5 11.7 7.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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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지난 1년 동안 전체 응답자의 16.5%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은 남성(13.8%)에 비해 여성(19.0%)이 다소 높으며, 연령별로는 10대의 참여율

이 3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0대 21.1%, 50대 17.1%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 초년생인 30대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낮은 편임. 한편, 은퇴 후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60대 이상에서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은데 고령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나 참여 방법이 필요해 보임

▣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분야를 살펴보면,‘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활동이 가장 많은 53.3%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활동 14.9%,‘일일교사나 교통지도’활동 10.8%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Ⅱ-4-2 자원봉사활동 분야(중복응답) (n=1,324, 단위: %)

사회·복지 부문Ⅳ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분야1

응답자의 16.5%가 지난 1년 동안 1번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활동분야는 사회
적약자에 대한 지원이 절반이상을 차지

그림Ⅱ-4-1 자원봉사 경험 (n=8,077) (단위: %)표Ⅱ-4-1 응답자 특성별 자원봉사 경험

없음
83.5%

있음
16.5%

구  분 사례수(명) 이용함 이용않함

전  체 8,077 53.3 46.7

성별
남  자 3,966 13.8 86.2
여  자 4,111 19.0 81.0

연령

15~19세 607 38.2 61.8
20~29세 907 12.7 87.3
30~39세 1,658 10.8 89.2
40~49세 2,048 21.1 78.9
50~59세 1,618 17.1 82.9
60세 이상 1,239 7.6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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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2.9%가 울산의 복지수준이 타 광역시·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
하고 있지만,‘매우 높다’(1.4%)와‘높은 편이다’(13.7%)는 긍정적 응답에 비해서는‘낮은 편이
다’(27.5%)와‘매우 낮다’(4.5%)는 부정적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 지난 조사(2006년, 2009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타 광역시·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인식은 높아지

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응답은 줄어들고 있어, 울산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
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Ⅱ-4-3 울산의 복지수준 (n=8,077, 단위: %) 

울산의 복지수준2

시민 100명중 53명은 울산의 복지수준이 타 시도와 비슷하다고 응답

사례수(명) 높음 비슷

표Ⅱ-4-2 구·군별 울산의 복지수준 인식 (단위 : %)

매우 약간 낮음 약간 매우

전  체 8,077 15.1 1.4 13.7 52.9 32.0 27.5 4.5

성별
남   자 3,966 15.5 1.4 14.0 51.9 32.6 27.9 4.7

여   자 4,111 14.7 1.4 13.3 53.9 31.5 27.2 4.3

거주
지역

중  구 1,647 12.7 1.2 11.5 51.8 35.5 30.5 5.0

남  구 2,538 18.4 1.7 16.7 53.5 28.2 23.7 4.5

동  구 1,179 15.2 1.4 13.8 58.0 26.8 22.4 4.4

북  구 1,300 11.8 1.4 10.5 48.5 39.7 34.7 5.0

울주군 1,413 14.8 1.3 13.4 53.0 32.2 28.7 3.5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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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 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노인’28.8%,‘아동·청소년’26.6%,
‘저소득층’24.2% 순으로 응답함. 특히,‘아동·청소년’  의 경우 이전 조사에 ‘아동’만으로 조사되었을
때에 비해 큰 폭으로 응답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림Ⅱ-4-4 사회복지 필요 계층 (n=8,077, 단위: %)

사회복지 필요 계층3

사회복지 정책에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노인(28.8%), 아동·청소년(26.6%), 저소득층(24.2%) 순임

사례수(명)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기타

표Ⅱ-4-3 응답자 특성별 사회복지 필요 계층 (단위 : %)

전  체 8,077 28.8 11.3 8.5 26.6 24.2 0.6

성별
남   자 3,966 28.9 11.8 3.1 27.3 28.3 0.6

여   자 4,111 28.7 10.7 13.7 26.0 20.3 0.6

연령

15~19세 607 16.1 11.7 7.2 43.2 21.6 0.2

20~29세 907 18.5 11.5 15.7 23.8 29.2 1.3

30~39세 1,658 16.9 8.7 9.0 40.8 24.0 0.5

40~49세 2,048 22.9 12.5 8.6 32.5 22.9 0.4

50~59세 1,618 34.3 13.2 8.6 14.0 29.3 0.6
60세이상 1,239 60.9 9.6 2.7 8.6 17.8 0.6

구       분

▣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우선 지원해야할 사회복지 필요 계층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은‘여성’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10%p 이상 높았고 남성은‘저소득층’이라는 응답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는 응답자의 60.9%가‘노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

는‘여성’, 10대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대와 40대는‘아동·청소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

※ 단, 2006년과 2009년 조사표의 경우‘아동·청소년’대신‘아동’으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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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의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는‘여성취업에 관한 교육 및 알선’(37.4%)
인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근로여성을 위한 영·유아 보육’28.6%,‘여성보호시설 운영’13.7%
의 순으로 나타남
- 이전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고, 성별에 따른 의견의 차이도 거의 없음

그림Ⅱ-4-5 여성복지 중점 추진분야 (n=8,077, 단위: %)

여성복지 중점 추진분야4

여성복지 분야는‘취업교육 및 알선’지원이 가장 필요

사례수
(명)

여성
보호시설
운영

여성
편의시설
운영

여성취업에
관한 교육
및 알선

성 평등
의식 함양

근로 여성
영유아 보육 기타

표Ⅱ-4-4 응답자 특성별로 본 여성복지 중점 추진분야 (단위 : %)

구       분

전  체 8,077 13.7 12.4 37.4 7.3 28.6 0.7

성별
남   자 3,966 13.4 11.4 34.6 9.0 30.7 0.9

여   자 4,111 14.0 13.3 40.1 5.7 26.5 0.5

학력

초졸이하 890 18.2 13.4 40.6 5.3 21.2 1.3

중등졸업 1,194 18.4 11.9 34.6 11.3 23.2 0.6

고등졸업 3,606 12.9 12.5 39.2 7.3 27.5 0.7

대졸이상 2,387 10.9 12.0 34.9 6.1 35.6 0.5

거주
지역

중    구 1,647 14.5 13.1 35.2 7.5 28.8 0.9

남    구 2,538 16.2 12.7 35.0 7.4 27.5 1.1

동    구 1,179 11.5 10.6 36.7 9.4 31.4 0.3

북    구 1,300 11.9 13.6 41.9 5.5 27.0 0.1

울 주 군 1,413 11.6 11.2 40.6 6.8 29.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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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행정분야로 울산 시민이 바라는 것은‘시민복지 증진’(31.5%)과
‘주민소득 향상 및 경제 활성화’(28.8%)인 것으로 나타남 
- 이전 조사(2006년, 2009년) 결과에 비해‘환경보존 및 개선’,‘치안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증가함
- 응답자의 성, 연령별 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복지 증진과 소득 향상 등

실질적 혜택을 기대하고 있음

그림Ⅱ-4-6 최우선 추진 행정분야 (n=8,077, 단위: %)

최우선 추진 행정분야5

지방자치시대 단체장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핵심으로 선택

표Ⅱ-4-5 응답자 특성별로 본 지자체장 최우선 추진 행정분야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환경
보존 및
개선

시민
복지
증진

주민소득
향상 및
경제
활성화

교통
환경
개선

행정
서비스
개선

치안
유지

시민
의식
향상

문화
관광
분야
육성

기타

전  체 8,077 13.4 31.5 28.8 6.3 3.9 8.1 4.4 3.1 0.5

성별
남   자 3,966 13.3 30.7 30.3 7.1 4.1 6.8 4.1 3.0 0.6

여   자 4,111 13.5 32.3 27.5 5.5 3.6 9.4 4.6 3.2 0.5

거주
지역

중    구 1,647 15.2 30.7 32.3 4.8 2.6 6.6 4.5 2.9 0.4

남    구 2,538 13.2 32.9 25.1 5.5 5.0 10.2 4.9 2.4 0.8

동    구 1,179 15.6 31.4 26.8 5.5 4.5 7.4 4.4 4.1 0.3

북    구 1,300 11.8 33.4 28.5 9.2 3.2 7.0 2.8 3.7 0.4

울 주 군 1,413 11.1 28.4 33.5 7.6 3.3 7.6 4.7 3.2 0.6

※ 단, 2006년과 2009년 조사표의 경우‘문화·관광분야 육성’항목 없음. 기타(0.5%) 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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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은 울산의 자랑거리로 응답자 10명 중 6명이‘공업단지’(59.6%)를 꼽았음.
공업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미만의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어, 울산 시민들은 조선, 자동차,
화학 등 대규모 공업단지를 울산의 대표적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런 결과는 이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응답자 특성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Ⅱ-4-7 울산의 자랑거리 (n=8,077, 단위: %)

울산의 자랑거리6

시민들은 조선, 자동차, 화학 등 대규모 공업단지를 울산의 대표적 자랑거리로 여김

표Ⅱ-4-6 응답자 특성별로 본 울산의 자랑거리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공업
단지

교육
문화
시설

자연
환경

역사
문화

향토음식 
토산품

사찰과
유적지

지역
생활
환경

기타

※ 기타(2.2%) 항목 제외

전  체 8,077 59.6 3.2 11.1 8.3 5.6 4.9 5.1 2.2

성별
남   자 3,966 62.1 2.6 10.2 8.2 5.3 4.1 5.1 2.4

여   자 4,111 57.2 3.8 12.0 8.4 5.9 5.7 5.2 1.9

거주
지역

15~19세 607 52.7 6.1 8.2 12.0 8.2 6.3 4.3 2.1

20~29세 907 57.9 5.4 11.5 8.0 5.5 4.5 5.1 2.1

30~39세 1,658 60.5 3.2 10.4 8.3 4.9 3.7 6.0 3.0

40~49세 2,048 59.7 2.0 11.7 8.2 5.5 5.8 5.3 1.9

50~59세 1,618 60.8 2.7 11.6 8.3 5.2 4.5 5.1 1.8

60세 이상 1,239 61.1 2.8 11.6 7.0 5.9 5.4 4.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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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분야별로 다소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만족한다는 긍정적 응답(매우
만족 + 만족)의 비율을 기준으로‘상하수도, 전기 등 생활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4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도로 등 대중교통시설’36.9%,‘물, 공기 등 자연환경’35.4%의 순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행정, 방범 등 공공서비스시설’22.6%,‘체육관, 공연장 등 문화

시설’24.2%,‘학교, 도서관 등 교육시설’25.0%,‘병원 등 의료보건시설’26.1% 등으로 나타남

▣ 10가지 모든 평가 분야에서 2006년과 2009년에 비해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특히‘도로 등 대중교통
시설’,‘학교, 도서관 등 교육시설’등은 10%p 이상 향상 됨. 그러나‘체육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백화점, 시장 등 생활시설’분야의 만족도는 2006년 2009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체감
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이런 결과는 문화시설이나 쇼핑을 위한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하드웨어)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운영 프
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거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소비)해야 하는 특성이 반
영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음

생활환경 만족도7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초적인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만족, 문화, 의료, 교육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연도 만족 보통

표Ⅱ-4-7 생활환경 만족도 (n=8,076 or 8,077, 단위: %) 

매우 약간
불만족

약간 매우

대중교통시설

2006 13.6 1.4 12.2 45.5 40.9 28.2 12.7

2009 18.9 3.3 15.6   47.0 34.0 23.6   10.4   

2012 36.9 8.8 28.1 42.2 20.8 15.3 5.6

교육시설

2006 9.6 1.0 8.6 45.3 45.3 30.6 14.5

2009 15.7 1.9 13.8   51.0 33.4 24.0 9.4 

2012 24.9 4.4 20.5 51.1 23.9 18.6 5.3

의료보건시설

2006 14.7 1.6 13.1 45.6 39.6 28.2 11.4

2009 19.2 2.6 16.6  47.2   33.6 23.3   10.3   

2012 26.1 4.7 21.4 44.8 29.2 21.7 7.5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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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만족 보통
매우 약간

불만족
약간 매우

문화시설

2006 20.2 2.5 17.7 37.8 41.9 26.4 15.5

2009 20.6 3.5 17.1   39.5   39.8 25.6   14.2   

2012 24.3 4.9 19.4 40.7 35.1 24.5 10.6

레저여가시설

2006 25.2 4.1 21.1 36.3 38.5 25.3 13.2

2009 26.4 5.7 20.7 38.5 35.1 22.7 12.4

2012 31.8 7.5 24.3 38.4 29.8 21.0 8.7

금융시설

2006 21.1 2.7 18.4 54.6 24.3 17.9 6.4

2009 24.4 3.5 20.9 54.8 20.9 15.6 5.3

2012 31.3 6.1 25.2 50.3 18.4 13.8 4.5

상하수도/전기

2006 28.4 4.6 23.8 55.7 16.0 12.8 3.2

2009 32.1 6.5 25.6   54.4   13.5 10.5   3.0 

2012 41.0 9.5 31.5 49.8 9.2 7.5 1.7

공공서비스시설

2006 15.2 1.7 13.5 53.8 30.9 24.6 6.3

2009 17.4 2.2 15.2   56.4   26.3 20.8   5.5 

2012 22.6 3.3 19.3 53.8 23.6 19.0 4.6

백화점/시장

2006 25.7 3.7 22.0 45.2 29.1 20.0 9.1

2009 27.3 4.4 22.9   46.7   26.0 17.6   8.4 

2012 28.8 5.9 22.9 43.9 27.4 19.2 8.2

자연환경

2006 24.2 7.1 17.1 40.2 35.5 24.7 10.8

2009 25.2 7.6 17.6 42.5 32.3 22.8 9.5

2012 35.5 10.0 25.5 41.0 23.6 16.7 6.9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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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가장 개선된 지역여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반적‘주거환경’이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많았고,‘교통환경’25.1%,‘문화시설’18.5%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Ⅱ-4-8 최근 개선된 지역여건 (n=8,076, 단위: %) 

최근 개선된 지역여건8

최근 개선된 지역여건으로 주거환경이 주를 이루며, 중구·북구·울주군은 교통환경이, 남구·동구는
문화시설이 그 뒤를 이음

표Ⅱ-4-8 응답자 지역별로 본 최근 개선된 지역여건 (n=8,076, 단위: %)

구   분 사례수
(명)  

교통
환경

소득
수준

주거
환경

교육
여건

문화
시설

행정
서비스

산업
생산
여건

기타

※ 기타(7.9%) 항목 제외

전  체 8,076 25.1 5.9 31.4 4.1 18.5 4.4 2.6 7.9

거주
지역

중  구 1,647 30.0 5.5 35.8 3.8 11.4 3.3 1.3 9.1

남  구 2,537 23.5 5.4 28.3 5.0 24.1 4.9 1.8 7.0

동  구 1,179 17.6 11.4 29.7 3.5 25.8 3.1 3.6 5.4

북  구 1,300 31.2 4.6 31.3 4.6 10.7 5.3 3.5 8.7

울주군 1,413 22.8 4.0 33.5 3.1 18.1 5.1 3.8 9.6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구는‘교통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1.2%로 높았고 동구는‘소득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교통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또, 남구와 동구의 경우‘문화시설’이 좋아졌다는 응답도 타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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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치안기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성폭행 및 가정파괴’분야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절도’23.6%,‘교통질서 문란’ 22.7%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조사(2006년, 2009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성폭행 및 가정파괴’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성폭력 문제에 대한 울산
시민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그림Ⅱ-5-1 치안기관 중점 추진분야 (n=8,077, 단위: %)

안전·공안 부문Ⅴ 

치안기관 중점 추진분야1

지역 치안기관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성폭행 및 가정파괴(45.1%), 절도(23.6%), 교통질서
파괴(22.%) 등을 선택

※ 기타(2.8%) 항목 제외

표Ⅱ-5-1 응답자 특성별 치안기관 중점 추진분야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절도 성폭행 및

가정파괴
인신
매매

마약
사범

교통질서 
문란

조직
폭력 기타

전  체 8,077 23.6 45.1 2.3 0.3 22.7 3.1 2.8

성별
남   자 3,966 24.4 40.0 2.0 0.5 26.0 4.4 2.7

여   자 4,111 22.9 50.1 2.5 0.2 19.6 1.9 2.8

연령

15~19세 607 20.9 48.6 5.6 1.0 17.6 4.4 1.8

20~29세 907 16.5 54.6 2.9 0.7 20.6 3.3 1.4

30~39세 1,658 17.9 53.7 2.3 0.1 20.3 2.4 3.4

40~49세 2,048 20.6 49.1 1.8 0.4 22.1 3.2 2.8

50~59세 1,618 26.0 38.1 2.0 0.2 28.3 3.0 2.4
60세이상 1,239 39.9 27.5 1.3 0.2 23.7 3.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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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응답자의 30% 내외가 일상생활에서 범죄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범죄유형별로는‘절도·사기’피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지난 2009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절도·사기’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든 반면,‘성희롱,
성폭력’피해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높아졌음

그림Ⅱ-5-2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 (n=8,074~8,076, 단위: %)

범죄피해 두려움2

지난조사(2009년)와 비교하여‘성희롱·성폭력’피해 두려움은 높아지고‘절도·사기’피해 두려움은
줄어듬

※ 5점 척도‘매우 많이 느낌’과‘약간 느낌’응답 비율의 합

▣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유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범죄 발생’이라는 응답이 2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기업파산, 실업 등 경제적 위험’
15.3%,‘전쟁, 북핵문제 등 국가안보’15.1%의 순으로 나타남
- 2009년의 경우,‘기업파산, 실업 등 경제적 위험’이 불안요인이라는 응답이 많이 높았는데, 이는

200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울산 시민의 관심과 걱정이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림Ⅱ-5-3 사회 불안요인 (n=8,077, 단위: %)

사회 불안요인3

※ 기타(0.4%) 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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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건강상태가‘보통’(4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건강하다’(35.9%)는 응답이‘나쁘
다’(15.5%)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지난 조사(2006년, 2009년) 결과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견은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10대와 20대에 비해 30대

이상 응답자들의‘건강하다’는 응답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나쁘다’는 의견이‘건강하다’는 의견에 비해 3배 가량 높음

그림Ⅱ-6-1 본인의 건강 상태 (n=8,077, 단위: %)

보건·환경 부문Ⅵ 

본인의 건강 상태1

시민 10명중 4명 정도는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

표Ⅱ-6-1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건강상태 (단위 : %)

사례수(명) 건강함 보통매우 약간 나쁨 약간 매우

전  체 8,077 35.9 4.7 31.2 48.5 15.5 13.3 2.3

성별
남   자 3,966 39.6 6.1 33.5 47.2 13.2 11.3 1.9

여   자 4,111 32.4 3.4 29.0 49.9 17.8 15.1 2.6

연령

15~19세 607 61.9 15.0 47.0 33.8 4.3 3.8 0.5

20~29세 907 53.1 8.8 44.3 40.0 6.8 6.5 0.3

30~39세 1,658 39.2 4.6 34.6 52.2 8.6 7.9 0.7

40~49세 2,048 35.4 3.7 31.7 52.7 11.9 10.7 1.2

50~59세 1,618 28.8 2.8 26.0 54.4 16.7 14.9 1.9

60세 이상 1,239 16.5 1.3 15.3 42.4 41.1 32.1 9.0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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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아침식사를 한다’는 응답자는 74.5%였고,‘적정하게(6~8시간) 수면하다’는
응답자는 76.2%,‘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응답자는 40.1%,‘정기 건강검진을 한다’는 응답자는 56.5%로
나타남
- 지난 조사(2009년) 결과와 비교하면, 아침식사와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항목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정기 건강검진 항목은 10%p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성연령에 따라 평소 건강관리를 위한 항목들의 실천율이 차이를 보이는데, 30대 이하 응답자들이 40대
이상 응답자들에 비해 평상 시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의 실천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Ⅱ-6-2 건강관리 실천율 (n=8,077, 단위: %)

건강 관리2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재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은 소홀

표Ⅱ-6-2 연령별 건강관리 실천율 (단위 : %)

실천한다

정기 건강검진규칙적 운동적정 수면아침식사
구       분

전  체 74.5 76.2 40.1 56.5

연령

15~19세 68.5 53.2 28.8 20.4

20~29세 55.7 72.7 34.5 28.3

30~39세 63.3 76.7 31.7 44.8

40~49세 76.4 77.9 42.0 66.0

50~59세 83.9 79.2 48.6 75.0

60세 이상 90.9 82.6 46.6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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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는‘보통’(57.0%)이 가장 많았고,‘만족’(21.4%)과‘불만
족’(21.7%)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 지난 조사(2006년, 2009년) 결과와는 보기 항목의 변화로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함

▣ 거주지역별로 의료기관 만족도는 동구가 26.1%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17.1%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Ⅱ-6-3 의료기관 만족도 (n=8,077, 단위: %)

의료기관 만족도3

시민 10명중 2명 정도가 의료기관 서비스에 만족

표Ⅱ-6-3 거주지역별 의료기관 만족도 (단위 : %)

사례수(명) 만족 보통
매우 약간

불만족
약간 매우

전  체 8,077 21.4 1.5 19.8 57.0 21.7 18.7 3.0

거주
지역

중  구 1,647 19.0 1.4 17.6 58.5 22.5 19.1 3.3

남  구 2,538 23.6 1.8 21.8 56.6 19.8 16.9 2.9

동  구 1,179 26.1 2.5 23.7 60.7 13.1 12.0 1.1

북  구 1,300 17.1 0.9 16.2 54.6 28.3 25.2 3.2

울주군 1,413 20.0 0.9 19.1 54.8 25.1 20.9 4.2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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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내의 시설수준에 대한 만족도는‘보통’
(47.1%)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만족’(40.9%)이‘불만족’(12.0%)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2009년 조사결과에 비해 도시공원 시설수준에 대해‘만족한다’와‘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중

모두 다소 감소하였고,‘보통이다’는 응답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도시공원 만족도는 남구가 56.2%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25.0%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Ⅱ-6-4 도시공원 만족도 (n=8,077, 단위: %)

도시공원 만족도4

시민 10명중 4명 정도가 도시공원 시설에 만족

표Ⅱ-6-4 거주지역별 도시공원 만족도 (단위 : %)

사례수(명) 만족 보통
매우 약간

불만족
약간 매우

전  체 8,077 40.9 6.1 34.8 47.1 12.0 10.1 1.9

거주
지역

중  구 1,647 34.2 4.5 29.8 52.0 13.8 11.8 1.9

남  구 2,538 56.2 10.5 45.7 37.9 5.9 4.8 1.0

동  구 1,179 37.9 4.2 33.8 51.1 11.0 9.5 1.5

북  구 1,300 25.0 2.0 23.0 53.8 21.2 17.9 3.3

울주군 1,413 38.3 5.4 32.8 48.5 13.2 10.7 2.5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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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는‘만족’(29.0%)이‘불만족’(19.8%)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도심(시
내) 보행환경 만족도는‘만족’(19.6%)이‘불만족’(24.0%)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보행환경 만족도는 도심(시내)에 비해 주거지역이 10%p 정도 높게 나타났고, 주거지역의 경우

‘만족’의견이, 도심(시내)의 경우‘불만족’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시책은‘보행자 전용길 조성’이 49.7%로 가장 많았고,‘보도 주차
단속’24.0%,‘보도블럭 개선’12.1%,‘보도 적치물 단속’11.5%,‘시민점검반 마련’2.8%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Ⅱ-6-5 보행환경 만족도 (n=8,077, 단위: %)

그림Ⅱ-6-6 보행환경 개선시책 (n=8,076, 단위: %)

보행환경 만족도 및 개선시책5

보행환경 만족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만족이, 도심(시내)의 경우 불만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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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 저해 요인으로는‘차량·공장 매연’이 33.8%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생활쓰레기 투기’
25.0%,‘소음’17.6%,‘주차금지를 위한 인공구조물’7.8%,‘산업폐기물 및 공장폐수’7.7%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조사(2006년, 2009년) 결과와는 보기 항목의 변화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2009년에 비해

매연과 폐기물·폐수의 응답비중은 감소한 반면, 소음과 생활쓰레기 투기의 응답비중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생활환경 저해요인이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중구와 울주군의 경우‘생활쓰레기 투기’,
남구·동구·북구의 경우‘차량 및 공장 매연’이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나타남

그림Ⅱ-6-7 생활환경 저해 요인 (n=8,077, 단위: %)

생활환경 저해 요인6

생활환경 저해요인으로는 차량공장 매연(33.8%), 생활쓰레기 투기(25.0%) 순임

구   분 사례수
(명)  

차량
공장매연

산업
폐기물
공장폐수

생활
하수 소음

생활
쓰레기
투기

주차금지
인공
구조물

기타

전  체 8,077 33.8 7.7 5.3 17.6 25.0 7.8 2.9

거주
지역

중  구 1,647 24.8 8.2 6.0 19.8 33.6 6.0 1.6

남  구 2,538 42.1 7.8 4.7 17.0 18.0 7.9 2.5

동  구 1,179 37.6 8.9 3.7 13.8 26.0 8.9 1.1

북  구 1,300 36.9 8.0 5.8 18.3 19.5 7.6 3.9

울주군 1,413 23.0 5.4 6.2 18.4 32.2 8.8 5.9

표Ⅱ-6-5 거주지역별 생활환경 저해요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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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환경개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환경보전 활동 참여 및 의식 개선’이 44.1%로 가장 많이 응답
되었고,‘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22.8%,‘기업의 친환경적인 경영’18.3%,‘친환경적인 행정 구현’
14.4%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조사(2006년, 2009년) 결과와 비교하면‘시민의 환경보전 활동 참여 및 의식개선’항목의 응답비중이
20%p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Ⅱ-6-8 환경개선의 최우선 사항 (n=8,077, 단위: %)

환경개선의 최우선 사항7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 10명중 4명 정도는 시민의 환경보전활동참여 및 의식개선을 지적

▣ 야간 주차 장소로는‘주택·아파트 등 확보된 자기 주차장’이 48.1%로 가장 많았고,‘이면도로 또는 골
목길’(6.4%),‘주차구획이 있는 도로’(3.9%),‘도로변 공터’(2.2%),‘주차구획이 없는 도로’(2.0%) 등
으로 응답되었고,‘자동차가 없다’는 응답은 36.2%로 나타남

그림Ⅱ-6-9 야간 주차 장소 (n=8,076)

야간 주차 장소8

(15.6%)자동차
없음

36.2% 자기
주차장
48.1%

영업용 주차장 1.0%
주차구획 있는 도로 3.9%
주차구획 없는 도로 2.0%

이면도로·골목길 6.4%

도로면 공터 2.2%

기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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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방지 노력 실천도(매우 노력 + 약간 노력)는‘쓰레기 분리 배출’이 92.1%로 가장 높았고,
‘음식물낭비 줄이기’87.4%,‘1회용품 줄이기’76.8%,‘환경친화 상품 구입’76.4%,‘합성세제사용
줄이기’74.7%,‘대중교통 이용’69.5%,‘환경보호 활동’46.1%로 나타남
- 지난 조사(2006년, 2009년) 결과와 비교하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모든 항목의 실천도가 높아

졌으며, 특히‘환경친화 상품구입’의 실천도는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환경오염 방지 노력 실천도는 모든 항목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환경오염 방지 노력 실천도는‘대중교통 이용’항목의 경우 30~40대의 실천율이 가장 낮았고,

‘환경보호 활동 참여’항목의 경우 20~30대의 실천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실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Ⅱ-6-10 환경오염 방지 노력도 (n=8,077, 단위: %)

환경오염 방지 노력도9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 방지 노력 실천율은 2009년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Ⅱ-6-6 응답자 특성별 환경오염 방지 노력 실천도 (단위 : %)

실천한다

환경보호
활동참여

환경친화
상품구입

1회용품
사용 줄임

합성세제
사용 줄임

음식물
낭비 줄임

쓰레기
분리배출

대중교통
이용

구       분

전  체 69.5 92.1 87.4 74.7 76.8 76.4 46.1 

성별
남     자 61.6 88.3 82.8 69.6 72.0 74.6 44.9 

여     자 77.1 95.8 91.9 79.5 81.4 78.2 47.3 

연령

15~19세 92.3 85.2 71.7 57.0 62.3 62.1 43.0 

20~29세 77.6 88.1 77.6 60.5 63.2 66.9 35.8 

30~39세 58.9 92.1 86.2 69.6 72.3 75.5 36.0 

40~49세 58.4 94.7 91.7 78.4 80.1 82.5 51.5 

50~59세 72.2 93.8 91.3 83.1 84.1 81.5 55.4 

60세 이상 81.3 91.9 91.8 83.3 84.9 75.2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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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주말 또는 공휴일 여가 활용 방법으로‘TV 시청’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관광·등산’20.9%,
‘문화생활’9.4%,‘운동’6.7%,‘독서’4.7%,‘낚시’1.7%의 순으로 나타나 지난조사(2006년, 2009년)
결과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여성은 TV시청, 독서, 문화생활 등 정적인 여가활동 응답비중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
은 이와 반대로 관광/둥산, 낚시, 운동 등 동적인 여가활동 응답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0대~30대의 경우 여가활용 방법 중‘문화생활’의 응답비중이 40대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30대~50대의 경우‘관광/등산’의 응답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60대 이상의 경우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여가활용 방법으로‘TV시청’을 꼽아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Ⅱ-7-1 여가 활용 방법 (n=8,076, 단위: %)

문화·여가 부문Ⅶ

여가 활용 방법1

시민 10명 중 5명은 'TV 시청’으로 주말 또는 공휴일의 여가를 보냄

표Ⅱ-7-1 응답자 특성별 여가활용 방법 (단위 : %)

구   분 사례수(명)  TV시청 독서 관광/등산 낚시 운동 문화생활 기타

전  체 8,076 48.5 4.7 20.9 1.7 6.7 9.4 8.1

성별
남   자 3,966 44.9 4.3 21.9 3.3 10.7 7.7 7.2
여   자 4,110 52.0 5.1 20.0 0.2 2.9 10.9 8.9

연령

15~19세 607 45.6 12.2 2.1 0.2 10.4 17.5 12.0
20~29세 907 38.1 7.9 9.0 1.3 7.5 29.0 7.1
30~39세 1,658 43.0 4.3 22.6 2.2 6.4 13.0 8.4
40~49세 2,047 45.4 4.2 25.8 2.2 9.1 6.0 7.2
50~59세 1,618 47.5 3.2 32.2 1.9 5.1 2.6 7.5
60세이상 1,239 71.3 1.9 13.9 0.8 3.1 0.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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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 동안 여행 경험이‘있다’54.3%,‘없다’45.7%로 나타남
- 지난조사(2006년, 2009년)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소폭이지만 여행 경험이‘있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추세임
- 30대까지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행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중이 증가하였으나 40대 이상 연령층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행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에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여행 경험이 차이를 보였는데, 중등졸업 이하의 경우 여행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고등졸업 이상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동안 여행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여행 일정은‘3일 이내’가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5일
이내’24.6%,‘7일 이내’7.5%,‘10일 이상’6.0%,‘10일 이내’3.1%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조사(2006년, 2009년) 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여행 일정이 다소 길어지는 추세임

그림Ⅱ-7-3 전년도 여행 일정 (n=4,369, 단위: %)

전년도 여행 경험 / 여행 일정2

지난해 여행 경험은 소폭 증가 추세이며 여행일정 또한 다소 길어짐

그림Ⅱ-7-2 전년도 여행 경험 (n=8,077, 단위: %) (단위: %)표Ⅱ-7-2 응답자 특성별 전년도 여행 경험

구  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  체 8,077 54.3 45.7

연령

15~19세 607 43.2 56.8
20~29세 907 57.7 42.3
30~39세 1,658 63.7 36.3
40~49세 2,048 61.6 38.4
50~59세 1,618 54.9 45.1
60세 이상 1,239 32.0 68.0

학력

초졸이하 890 24.5 75.5
중등졸업 1,194 41.7 58.3
고등졸업 3,606 55.6 44.4
대졸이상 2,387 69.8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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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 동안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있다’24.4%,‘없다’75.6%로 나타남
-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은‘도서 대출’이 55.8%로 가장 많았고,‘개인학습’24.0%,‘자료열람 및

조사’13.2%,‘문화강좌/문화행사’4.9%,‘컴퓨터 이용’1.7%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동안 공공도서관을 이용 경험자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는‘보통’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만족’(35.5%)이‘불만족’(16.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그림Ⅱ-7-6 공공도서관 만족도 (n=1,963)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 만족도3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은 10명중 2명이었고 주로 도서대출(55.8%)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이용

그림Ⅱ-7-4 도서관 이용경험 (n=8,077) 그림Ⅱ-7-5 도서관 이용 목적 (n=1,967, 단위: %)

있다
24.4%

없다
75.6%

보통
48.4%

만족
30.2%

불만 10.9%

매우불만 5.2% 매우만족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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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언어’가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편견’32.4%,‘문화’16.3%,‘인권보장’4.6%,‘국적 취득’1.3%,‘의료·보건’1.0%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애로사항으로‘언어’의 응답비중이 낮아지
고,‘편견’의 응답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Ⅱ-7-7 환경오염 방지 노력도 (n=8,070, 단위: %)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애로사항4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언어(44.2%)와 편견(32.4%)

표Ⅱ-7-3 학력별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사례수(명)  언어 문화 편견 국적취득 인권보장 의료/보건 기타

전  체 8,070 44.2 16.3 32.4 1.3 4.6 1.0 0.2

학력

초졸이하 890 67.6 9.6 17.6 1.1 2.2 1.2 0.6

중등졸업 1,192 50.8 14.4 27.2 1.9 4.9 0.7 0.1

고등졸업 3,603 42.6 17.5 32.7 1.2 4.9 0.9 0.2

대졸이상 2,385 34.5 18.1 40.1 1.2 4.7 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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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구원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로‘한글·문화교육’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26.5%,‘직업훈련, 취업알선’20.7%,‘기초생활보장·
경제적 지원’14.1%,‘다문화가구 아동의 학교적응 노력’3.5%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Ⅱ-7-8 다문화 시책 (n=8,077, 단위: %)

다문화 시책5

다문화 가구원을 위해 한글·문화교육(35.0%)과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26.5%) 등을 지원

표Ⅱ-7-4 순위별 다문화 시책 (단위 : %)

구   분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초생활보장
경제적 지원

한글/문화
교육

편견 해소
사회적 분위기

다문화 아동
학교 적응 기타

1순위 20.7 14.1 35.0 26.5 3.5 0.2

1+2순위 16.6 13.8 29.5 29.2 1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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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있다’59.1%,‘없다’40.9%로 자녀의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남

그림Ⅱ-7-9 자녀의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 (n=8,077)

국제결혼6

자신의 자녀가 외국인과 국제결혼 하는 것에 대해 시민 10명 중 6명이 가치관과 생활방식 차이로
인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

▣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거부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사례수(명)
거부감
없음 별로전혀구       분

표Ⅱ-6-1 응답자 특성별 자녀의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 (단위 : %)

거부감
있음 아주다소

전  체 8,077 40.9 8.6 32.3 59.1 45.6 13.4

연령

15~19세 607 50.4 8.1 42.3 49.6 40.2 9.4
20~29세 907 52.1 12.1 40.0 47.9 38.1 9.7

30~39세 1,658 45.1 8.9 36.2 54.9 44.2 10.7

40~49세 2,048 38.1 7.3 30.8 61.9 50.2 11.6

50~59세 1,618 36.7 8.2 28.5 63.3 48.3 15.0

60세 이상 1,239 32.8 8.8 24.0 67.2 44.6 22.7

학력

초졸이하 890 29.7 7.0 22.7 70.3 44.6 25.7

중등졸업 1,194 41.5 7.5 34.0 58.5 45.1 13.5

고등졸업 3,606 41.0 8.7 32.3 59.0 46.8 12.2

대졸이상 2,387 44.7 9.7 35.0 55.3 44.6 10.6

다소
거부감이 듦
45.6%

별로
거부감이 없음

32.3%

아주 거부감이 듦 13.4% 전혀 거부감이 없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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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국제결혼에 긍정적인 주된 이유는‘외국인의 문화 경험 및 이해’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개방화 시대 선도’34.5%,‘외국인을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계기’12.3%,‘인구증가에 도움’
5.5%,‘자녀교육에 도움’4.5%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Ⅱ-7-10 자녀의 국제결혼에 긍정적인 이유 (n=3,304, 단위: %)

▣ 자녀의 국제결혼에 부정적인 주된 이유는‘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마찰’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언어소통의 불편’23.2%,‘자녀문제(사회적 냉대)’18.3%,‘민족주체성 상실 우려’
7.3%,‘국적취득에 대한 거부감’1.6%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Ⅱ-7-11 자녀의 국제결혼에 부정적인 이유 (n=4,767,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