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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를 위하여 

1. 본 『2018년 완도군 사회지표』의 각종 지표는 

우리 군이 「2018. 8. 31.~9. 12.」까지 총 13일간 실시한 「2018년 완도군 

사회조사」 결과와 통계청에서 매년 생산되는 통계자료, 정부 각 부처 및 

기타 국내 외 주요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표기하였음

2. 통계표 자료수치는 백분율(%)로 표기되었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되었으므로 수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3. 각 통계표는 지표의 성격에 따라 조사대상(가구주, 가구원 등), 조사대상의 

연령, 조사대상 기간(시점)의 차이가 있음

4. 『2018년 완도군 사회지표』는 시의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최근 자료를 

수록하였음

   - 다만, 일부자료는 통계의 특성(집계, 처리, 분석)상 해당연도

     종료 후 익년에 생산되는 최근 자료를 수록함

5.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아래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0 : 단위미만

   ‥ : 자료미상

6. 수록 자료에 관한 문의사항은 완도군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전화 : (061) 550-5212

       - 주소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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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목적1.

   ❍ 완도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각종 지표를 작성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수준 측정은 물론 사회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완도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법적 근거2.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일반통계

     - 승인번호 일반통계 제 733002호

 조사 연혁3.

   ❍ 2018년 : 제3회 전라남도·완도군 사회조사 실시

 조사 시기 및 주기4.

   ❍ 조사기준 : 2018. 8. 31. 0시 기준

   ❍ 조사기간 : 2018. 8. 31 ~ 9. 12.(13일간)

   

 조사 대상5.

   ❍ 조사기준 시점 완도군 표본가구 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가구원

    ☞ 8월 31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예) 『2018년 8월 31일 조사』의 경우 2003년 8월 30일 출생자까지만 포함

 조사 방법6.

   ❍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그 응답을 조사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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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항목7.

   ❍ 13개 부문, 60개 항목으로 구성(전라남도 공통항목 40개, 완도군 특성항목 20개)

조사 부문 조  사  항  목

기본사항
(7개 항목)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실제 생년월일, 혼인상태, 학력, 직업, 직업 종사상 지위

가구·가족 부문
(4개 항목)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가족관계 만족도 

소득·소비 부문
(4개 항목)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비, 가구부채의 정도 및 사유, 
 생활물품 구입장소

노동 항목
(2개 항목)

 직업 선택의 요인, 일과 직장에 대한 만족도

교육 부문
 (2개 항목)

 거주지역 및 교육환경 만족도, 거주 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보건·의료
(2개 항목)

 지역 의료 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스트레스 정도

주거·교통 부문
(5개 항목)

 현 거주지 거주기간 및 거주 이유, 주거환경 만족도, 
 희망하는 주거 형태 및 면적, 대중교통 이용수단 및 만족도,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환경 부문
(2개 항목)

 환경 체감도,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 

사회·복지 부문
(4개 항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식, 보육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 및 참여연령

여가·문화 부문
(2개 항목)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여가활동

안전 부문
(2개 항목)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공동체와 사회참여 부문
(2개 항목)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참여의사,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완도군 특성지표
(20개 항목)

 인구증가 정책, 결혼 적정 연령, 부모와 자녀 동거에 대한 견해, 가구 저축액 
및 목적, 재테크 방식 및 목적,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 여성취업 
장애요인, 실업자 지원대책, 고령자(65세 이상)취업 장애요인, 외지 진향 
의향 및 이유, 주로 하는 운동, 암·만성질환 치료여부, 치매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생활쓰레기 감량방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방안, 기후변화 
체감 및 이유, 기후변화 대응방안, 관광발전 중점 추진사업,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 해양헬스케어산업(해양치유산업) 선도지역 선정에 따른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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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 설계8.

   ❍ 표본 규모

     - 모 집 단 : 완도군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일반가구)

     - 표본규모 : 828가구(69개 조사구), 조사구당 12가구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가구 방문하여 면접조사

   ❍ 층화 : 완도읍권, 동부권, 서부권 3개 층으로 층화

* 완도읍권 :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 동 부 권 : 금일읍, 고금면, 약산면, 금당면, 생일면

* 서 부 권 : 노화읍, 청산면, 소안면, 보길면

   ❍ 분류 지표(부차층화)

     - 층화 후 조사구 특성을 반영하는 보조층화지표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계통    

     추출 방법으로 조사구 추출 시 보조층화 지표도 사실상 층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표 1> 조사구별 분포

Q1(25%) 33% Q2(50%) 66% Q3(75%)

생산가능
인구비율

(만15~64세)

전  체 49.5 53.1 59.0 63.6 66.3

완도읍권 56.6 59.6 63.3 67.6 69.3

동부권 45.3 47.9 52.7 58.9 62.1

서부권 46.3 49.3 54.8 58.8 62.5

1인가구비율

전  체 24.4 27.8 33.3 38.1 41.4

완도읍권 22.2 26.2 32.1 37.5 41.2

동부권 28.6 29.6 35.0 40.0 42.9

서부권 25.0 27.9 32.3 37.5 40.0

 ※ 음영은 분류지표의 기준값(criteria)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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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류지표

1차분류
 각 층별(3개 층) 주택유형별 정렬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기타주택

2차분류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비율

3차분류  1인가구 비율

    

   ❍ 허용오차 사용 시 유의사항

     - 95% 신뢰수준하(z=1.96)에서 최대표본크기를 구하도록   , 오차의 한계를 

±5.2%p로 하여 표본의 크기 n을 계산한 결과 약 828가구 임

<표 3> 표본규모에 따른 오차의 한계 

표본규모(가구) 800  828 1,000 1,008 1,044 2,000 5,000 10,000

오차의 한계(%) 5.3  5.2 4.7 4.7 4.6 3.3 2.1 1.5

※ 조사구당 12가구 조사인 경우

   ❍ 표본 배분

     - 완도군 내 763개 조사구를 각 층별 가구수를 기준으로 69개의 표본 조사구로

      제곱근 비례배분

지  역 가구수
제곱근 비례배분

구성비
표본

조사구수
표본

가구수

완도군 21,025 100.0 69 828

완도읍권 10,016 40.6 28 336

동부권 5,458 29.0 20 240

서부권 5,551 30.4 21 252

<표 4> 층별 표본 배분

(단위 : 가구,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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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본조사구 추출

     -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 후 층별로 가구 수를 기준(MOS)으로 확률 

비례계통추출방법(PPS_sys : systematic selection with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이용하여 표본조사구 추출 

   ❍ 표본가구 추출

     - 가구(USU) 추출 시 초기 시작 거처를 임의추출(SRS)하여 시작 거처로부터 12가구 조사

   ❍ 가중치 작성

     -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및 사후 층화 보정으로 구분됨

     - 사후 층화 보정은 성․연령 그룹별로 최신(2018년 9월) 주민등록인구에 맞게 보정

   ❍ 사후층화 보정

  ∘ 사후층화가중치 조정계수 () = 



․ sa    : 성별 및 연령별 그룹(사후층) 

․  : 사후층의 모집단 크기

․  : 사후층별 가중값의 합

  ∘ 최종가중치 () = ×



․  : 층 조사구 가구의 최종가중치 

․  : 층 조사구 가구의 설계가중치(추출률의 역수)

   ❍ 추정

  ∘    

































 

․  = 1, 2,.....,  : 층(지역 특성)
․  = 1, 2, .....,  : 조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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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 ......,  : 대상가구 또는 대상 가구원

․  = 층의 조사구 내 번째 가중치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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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가구 및 가구원 특성9.

    ❍ 2018년 완도군 사회조사는 69개 조사구, 828가구(조사구당 12가구)를 조사

 

구                   분 응답자수(명) 비율(%)

전                   체 1,414 100.0

지역별

완도읍권 390 27.6
동부권 615 43.5
서부권 409 28.9

성별
남성 682 48.2
여성 732 51.8

연령

15세~29세 이하 78 5.5
30세~39세 이하 125 8.8
40세~49세 이하 162 11.5
50세~59세 이하 283 20.0

60세 이상 766 54.2
노인연령 65세 이상 601 42.5

혼인상태
미혼 129 9.1

배우자 있음(별거포함) 975 69.0
사별/이혼 310 21.9

학력
중졸 이하 851 60.2

고졸 381 26.9
대졸 이상 182 12.9

직
업
별

직업이 
있다

관리자 29 3.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5 6.8

사무종사자 52 6.4
서비스종사자 138 17.1
판매종사자 42 5.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85 47.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5 1.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2 1.5
단순 노무종사자 81 10.0

군인 0 0.0

직업이 
없다

계(비경제 활동) 605  

학생 33 5.5
주부 252 41.7

무직(+기타) 320 52.9

소득별 (가구
주만 해당)

100만원 미만 385 46.5
100~200만원 미만 143 17.3
200~300만원 미만 96 11.6
300~400만원 미만 80 9.7

400만원 이상 12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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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완도군 사회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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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본 완도군➤➤



2018년 전라남도·완도군 사회조사 

14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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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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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본가구 및 
응답자 특성

1. 가구 특성

2. 가구주 특성

3.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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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특성

❍ 완도군 사회조사 대상 828가구 중 가구의 「주

택 형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8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파트에 거

주하는 가구 6.6%,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

하는 가구 4.1%, 기타 가구 1.9% 순으로 나타

남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타

100.0 87.3 6.6 4.1 1.9

주택 형태 (단위 : %)

❍ 완도군 조사가구의 「주택 규모」는 ‘61㎡~85㎡이하’가 38.2%로 가장 높고, ‘86

㎡~100㎡이하’가 20.9%, ‘41㎡~60㎡이하’가 18.0%, ‘101㎡~130㎡이하’ 8.9%, 

‘21㎡~40㎡이하’ 7.9%, ‘131㎡이상’ 5.7%, ‘20㎡이하’ 0.5%순으로 나타났으며, 평

균 사용 방수는 2.3개로 나타남

사용
방수 계 20㎡

이하
21㎡~
40㎡
이하

41㎡~
60㎡
이하

61㎡~
85㎡
이하

86㎡~
100㎡
이하

101㎡~
130㎡
이하

131㎡~

2.3 100 0.5 7.9 18.0 38.2 20.9 8.9 5.7

주택 규모
(단위 :  %)



2018년 전라남도·완도군 사회조사 

20

❍ 가구의 「점유 형태」는 자기 집인 가구가 

8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증부 월

세 3.7%, 월세 2.7%, 전세 1.8%, 무상 

6.8% 순으로 나타남

                                      

계 자기 집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 무상

100.0 85.0 1.8 3.7 2.7 6.8

점유 형태
(단위 : %)

❍ 완도군의 조사가구 「세대구성」은 1인 가구가 1세대 가구가 각각 39.7%, 39.1%로 

가장 높고, 2세대 가구가 19.4%로, 3세대 이상 가구 1.7% 순으로 나타남

계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비혈연 가구

100.0 39.7 39.1 19.4 1.7 0

세대 구성
(단위 :  %)

 



 2018년 전라남도·완도군 사회조사 

 
21

2.
  
 가구주 특성

 ❍ 완도군 사회조사에 응답한 총 828명의 「가

구주 성별 분포」는 남자 71.0%, 여자 

29.0%로 나타남

조  사 
가구주

계 남자 여자

828 100.0 71.0 29.0

가구주 성별
(단위 : 명, %)

❍ 완도군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는

   15~29세 1.8%, 30~39세는 5.9%,    

40~49세는 10.7%, 50~59세는 20.2%, 

60세 이상은 61.4%이며, 노인 인구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가구주는 49.5%로

나타남

                                       

조사
가구주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828 1.8 5.9 10.7 20.2 61.4 49.5

가구주 연령 분포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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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주 총 1,044명의 「교육 정도」는 중졸 

이하 61.0%, 고졸 26.1%, 대졸 이상이 

12.9%로 나타남

                                         

조사 가구주 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828 100.0 61.0 26.1 12.9

가구주 교육 정도 
(단위 : 명, %)

❍ 가구주의 「혼인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

우가 61.7%이고, 미혼인 경우 5.7%, 사별

/이혼인 경우 32.6%로 나타남

조사 가구주 계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이혼

828 100.0 5.7 61.7 32.6

가구주 혼인 상태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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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답자 특성

❍ 완도군 사회조사 응답자 총 1,414명 중 가구주가 58.6%, 가구주의 배우자는 

31.7%, 미혼자녀 5.6%, 기혼자녀·손자녀 및 그 배우자 3.2%, 부모(장인, 장모, 시

부모), 조부모 2.8%, 기타* 0% 순으로 나타남

조  사
응답자

계 가구주 배우자 미혼자녀 기혼자녀·손자녀 
및 그 배우자

부모(장인, 장모, 
시부모), 조부모 기타*

1,414 100.0 58.6 31.7 5.6 3.2 2.8 0.0

응답자 구성
(단위 : 명, %)

* 미혼형제자매, 기타 친인척이나 동거인 포함
  

❍ 완도군 사회조사 「응답자의 성별 분포」

는 남자가 48.2%, 여자가 51.8%로 나

타남

조사 응답자 계 남자 여자

1,414 100.0 48.2 51.8

응답자 성별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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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사회조사 「응답자 1,414명의 

연령별 분포」는 15~29세 5.5%, 

30~39세 8.8%, 40~49세 11.5%, 

50~59세 20.0%, 60세 이상은 

54.2%이며, 노인인구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42.5%로 나타남

❍ 완도군 사회조사에 응답자 1,414명의 「교

육 정도」는 중졸 이하 60.2%, 고졸 

26.9%, 대졸 이상 12.9% 로 나타남

조  사 
응답자

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414 100.0 60.2 26.9 12.9

응답자 교육 정도 
 (단위 : 명, %)

조사 응답자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1,414 5.5 8.8 11.5 20.0 54.2 42.5

응답자 연령 분포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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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혼인 상태」는 미혼인 경우 9.1%, 

배우자가 있는 경우 69.0%, 사별/이혼인 

경우는 21.9%로 나타남

                                       

조사 응답자 계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이혼

1,414 100.0 9.1 69.0 21.9

응답자 혼인 상태
(단위 : 명, %)

 ❍ 완도군 응답자 총 1,414명 중 57.2%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응답자는 42.8%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69.9%, 여자의 45.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조  사   
응답자

전체 남자 여자

계 활동함 활동안함 계 활동함 활동안함 계 활동함 활동안함

1,414 100.0 57.2 42.8 100.0 69.9 30.1 100.0 45.4 54.6

경제활동 현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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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문/관리 

10.4%, 사무 6.4%, 서비스/판매 22.2%, 

농림/어업 47.6%, 기능/기계 3.3%,  단

순노무 10.0% 로 나타남

                                         

조    사
응답자수

소계 전문/관리 사무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기능/기계 단순노무

809 100.0 10.4 6.4 22.2 47.6 3.3 10.0

응답자 직업 
(단위 : 명, %)

❍ 「직업이 없는 응답자」는 무직

    52.9%, 주부 41.7%, 학생 5.5% 

    순으로 나타남

조  사
응답자

소계 학생 주부 무직(+기타)

605 100.0 5.5 41.7 52.9

비경제활동 현황
(단위 : 명, %)



Ⅳ. 주요결과 요약 

1. 인구 
2. 가구와 가족
3. 소득과 소비
4. 노동과 경제
5. 교육
6. 보건과 의료
7. 주거와 교통
8. 환경
9. 사회와 복지
10. 여가와 문화
11. 안전
12. 공동체와 사회참여
13. 완도군 특성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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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문별/연도별 주요결과➤➤

1.
  
 인구

■  (주민등록) <2015> <2016> <2017>

  ▶ 인구
  ▶ 세대수

53,014 명

25,535 세대

52,668 명

25,688 세대

52,109 명

25,750 세대

■ (출산)       <2015> <2016> <2017>

  ▶ 출생
  ▶ 합계출산율

379
1.767

386
1.828

331
1.634

2.
  
 가구와 가족

■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남자 여자

  ▶ 부부만      
  ▶ 부모와 미혼자녀동거             
  ▶ 부모와 자녀동거   

39.4%
15.5%
34.4%

39.4%
17.4%
31.2%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완도읍권 동부권 서부권

  ▶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 부모님 스스로
  ▶ 가족(자식 등)

38.8%
24.8%
13.3%

55.1%
15.6%
22.3%

32.0%
19.4%
24.7%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완도읍권 동부권 서부권

  ▶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 1순위 다자녀가정 
지원학대 결혼 지원금 지급 다자녀가정 

지원학대

3.
  
 소득과 소비

■ (월평균 가구소득) <1순위> <2순위> <3순위>

  ▶ 월평균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 (월평균가계소비)       <1순위> <2순위> <3순위>

  ▶ 월평균가계소비 5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 (월평균 가계소비) 완도읍권 동부권 서부권

  ▶ 100~200만원 미만 23.8% 20.6% 24.1%

■ (가계부채) 있음 41.3% <1순위> <2순위> <3순위>

  ▶ 가계부채 정도 1억 이상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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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과 경제

■ (직업선택의 요인)  <1순위> <1순위> <3순위>

  ▶ 직업선택의 요인 수입 안정성 적성, 흥미

■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우선순위)      완도읍권 동부권 서부권

  ▶ 일과 가정 비슷하게
  ▶ 일에 약간우선

44.8% 50.7% 41.5%

21.9% 15.2% 23.1%

5.
  
 교 육

■ (학교생활의 만족도) <1순위> <2순위> <3순위>

  ▶ 만족
  ▶ 불만족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전반적인 학교생활

교육방법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 주변 환경

■ (거죽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완도읍권 동부권 서부권
  ▶ 교육인프라 확충 23.9% 12.6% 26.9%

6.
  
 보건과 의료

■ (도내 이용 의료기관) 완도읍권 동부권 서부권
  ▶ 병원              
  ▶ 종합병원
  ▶ 치과 병의원

43.3%
44.3%
5.2%

71.2%
22.6%
2.6%

60.9%
20.1%
2.1%

■ (의료 서비스 만족도)       완도읍권 동부권 서부권
  ▶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
  ▶ 보통
  ▶ 불만족(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53.3%
58.1%
36.6%

38.1%
39.5%
36.9%

11.2%
2.4%
10.2%

■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느낀 편>
<느끼지 
않는 편>

<전혀 느끼지 
않음>

  ▶ 일상생활
  ▶ 직장생활

36.6% 47.9% 13.0%

50.7% 34.0% 5.3%

7.
 
 주거와 교통

■ (현 거주지의 주된 이유) 완도읍권 동부권 서부권

  ▶ 주택문제 21.3% 4.8% 5.6%

  ▶ 직장 및 일자리 31.3% 24.3% 24.5%

■ (현 거주지의 주거환경 만족) <만족>
(매우만족+야간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불만족+매우불만족)

  ▶ 시장, 마트 편의시설
  ▶ 교통 편리성

30.0% 47.1% 19.3%

17.9% 45.3%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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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

■ (2년전과 비교한 환경 체감도)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 녹지 환경
  ▶ 수질

25.9% 49.2% 5.7%

19.0% 54.3% 7.4%

 

9.
  
 사회와 복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정도 ) <포용> <보통> <배타>

  ▶ 결혼이민자
  ▶ 새로운 이웃

44.1% 39.0% 6.0%

40.4 49.7 3.8

■ (보육 선택시 고려 사항)       완도읍권 동부권 서부권

  ▶ 주변 환경과 안전시설
  ▶ 교육내용

21.8% 9.5% 22.0%

64.5% 59.4% 60.0%

■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완도읍권 동부권 서부권

  ▶ 국공립 보육시설
  ▶ 보육지원 확대

12.0% 21.1% 17.5%

39.7% 49.8% 33.1%

10.
  
 여가와 문화

■ (지역문화행사 개최 찬성 이유) 계 <남자> <여자>

  ▶ 지역홍보 및 관광 수입증대 41.6% 40.4%

  ▶ 지역 특성 계승발전 12.3% 11.2%

■ (지역문화행사 개최 반대 이유) 계 <남자> <여자>
  ▶ 홍보성 행사 및 예산낭비 58.2% 66.7%

  ▶ 교통 혼잡 등 질서문란 17.5% 12.6%

■ (주말휴일의 여가활동)       계 <여자> <남자>

  ▶ TV 시청 53.3% 60.3%

  ▶ 휴식 12.8% 15.1%

■ (하고 싶은 여가 활동) 계 <남자> <여자>

  ▶ 관광 25.6% 31.3%

■ (지역문화행사) 계 <남자> <여자>

  ▶ 긍정적 64.0%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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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 전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안전> <보통> <불안>

  ▶ 전반적인 사회안전 43.3% 54.4% 2.2%

  ▶ 범죄 위험 39.3% 54.4% 5.8%

  ▶ 신종전염병 43.4% 51.7% 4.1%

■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완도읍권 동부권 서부권

  ▶ 방범용 CCTV확충해야 55.9% 49.0% 49.9%

12.
  
 공동체와 사회참여

■ (자원봉사 참여 회수) 2회 이내 3회-6회 이상 7회 이상

  ▶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한 활동
  ▶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한 활동

65.6%
70.0%

26.8%
23.8%

7.6%
6.2%

■ (자원봉사 활동시간)       2시간 이내 2시간-6시간 7시간 이상
  ▶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한 활동
  ▶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한 활동

71.5% 21.9% 6.7%

16.7% 53.3% 30.0%

13.
  
 완도군 지역특성

■ (인구증가 정책) 완도읍권 동부권 서부권

  ▶ 인력유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지원

42.2%
34.3%

25.6%
38.4%

41.8%
20.3%

■ (완도지역 고등학교 진학 희망이유)       완도읍권 동부권 서부권
  ▶ 통학거리가 가까워서
  ▶ 자녀의 정서 발달을 위해

62.1% 65.0% 77.7%

24.8% 14.6% 5.8%



 2018년 전라남도·완도군 사회조사 

 
33

2 주요 결과 요약➤➤

1.
  
 인구

▶ 2017년 완도군 주민등록인구는 52,109명으로 2013년 대비 1,510명(2.82%) 감소, 2016년 
대비 559명(1.06%) 감소, 세대수는 25,750세대로 2013년 대비 510세대(2.02%) 증가, 
2016년 대비 62세대 증가함.

▶ 완도군 인구 구성비는 50대가 16.6%로 가장 많고 60대가 15.2%, 70대가 15.1%, 40대가 
12.8% 순으로 나타남.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는 남자가 13,110명으로 50.2%이
며, 여자는 10,543명으로 40.5%이며, 60대 이상은 남자가 8,425명으로 32.3%이며, 60대 이
상 여자는 11,374명으로 43.7%를 차지하여 50대 이하에서는 남자인구가 높고 60대 이상에
서는 여자인구가 더 높게 나타남.

▶ 2017년 출생아수는 2016년(386명) 보다 55명 감소한 331명이며, 2013년 대비 58명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연증가율은 인구 천명당 6.03으로 2016년(-3.6) 보다 2.43 감소
했으며, 주민등록인구 기준 인구성장률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

세대 및 인구 자연증가율 및 인구성장률

▶ 합계출산율은 2017년 1.634명으로 2016년(1.828명) 대비 0.194명 감소했으며,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모(母)의 연령은 30대 초반(127.1명)으로 나타남

▶ 2017년 전입인구는 3,877명으로 2016년 4,048명 대비 171명 감소하였고, 전출인구는 
4,108명으로 2016년 4,231명 대비 123명 감소했으며, 2017년 순이동은 -231명 순유출로 
2015년 이후 순유출이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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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와 가족

▶ 완도군민의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는 「부부만」 39.4%, 「부모와 자녀동거」 32.8%, 「부모와 
자녀동거」 16.5%의 순으로 나타나며,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
이 65.9%로 나타남.

가족관계 만족도

▶ 부모님이 생존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48.5% 중 생활비를 「부모님 스스로」가 부담하는 비율이 
60.2%이고, 「모든 자녀」 부담이 24.5%로 나타나며,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에 대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43.7%, 「가족(자식 등)」 20.0%, 「부모님 스스로」 19.7% 순으로 나타남.

▶ 저 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결혼지원금 지급」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자녀가정 지원확대(25.1%)」 「2자녀까지 확대지원(22.0
%)」, 「자녀양육근로자 지원(9.2%)」 순으로 나타남.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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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가족 부문 총괄

▶ 완도군 주민등록 인구는 52,109명으로 2013년 대비 1,510명(2.82%) 감소 했으며, 
50대가 16.6%로 가장 많고 60대가 15.2%, 70대가 15.1% 순으로 나타나며, 50대 
이하에서는 남자인구가 높고, 60대 이상에서는 여자인구가 더 높게 나타남.

▶ 완도군에서는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는 '부부만' 39.4%, '부모와 자녀동거' 32.8%, 

순이며, 부모님이 생존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48.5% 중 생활비를 '부모님 스스로'가 부

담하는 비율이 60.2%로 나타남.

▶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결혼지원금 지급(29.3%)」 의견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2자녀까지 확대지원(22.3%」, 「다자녀가정 지원확대(16.4%)」, 「자녀양육 
근로자 지원(15.8%)」 등 순으로 조사됨. 이는 가장 먼저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사업, 다자녀 육아 지원금 지급 등 
군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

3.
  
 소득과 소비

▶ 완도군민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전의 총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50 만원 미만」이 
26.6%로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 소득자가 58.6%나 되며, 가구소득의 주된 수입원은 「근로
소득 및 사업자 소득」이 67.2%로 가장 높고, 「정부보조 사회단체 보조(23.1%)」 「재산소득 퇴
직금(5.2%)」순으로 나타남.

월 평균 가구 소득 주된 수입원

▶ 완도군민의 월평균 가구 소비는 「50만원 미만(28.1%)」이 가장 많고 200만원 미만 소비자가 
67.5%이고 여성의 월평균 가계지출 「50만원 미만(49.8%)」의 비율은 남성보다 약 2.5배 높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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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가구소비(가구주)

▶ 완도군민의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식료품비」가 43.3%로 가장 높고, 「보건의료비
(18.9%)」, 「교육비(8.8%)」, 「주거비(8.5%)」 순으로 나타남.

▶ 가구부채 여부 및 부채금액은 「없음」 58.7%, 「1억원 이상」 30.7%,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4.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2.7%,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2.2% 순으
로 나타나며 가계부채의 주된 이유는 '사업/영농자금 등' 58.3%, '주택 임차 및 구입' 18.1% 
순으로 나타남.

▶ 완도군민이 생활용품을 구입 할 때 음식료품 구입은 「대형할인매장」에서의 구입이 39.1%로 
높고, 의류, 신발은 「전통시장」 29.2%, 전자제품은 「기타」 54.6%, 주방용품도 「기타」에서 구
입 비율이 53.0%로 나타남

소득·소비 부문 총괄

▶ 완도군민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전의 총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50 만원 
미만」이 26.6%로 가장 높고, 「100~200만원 미만」이 17.7%로 조사됨. 가구소득의 주
된 수입원은 근로소득 및 사업자 소득이 67.2%로 가장 높고, 성별로 남자는 가구 소
득의 주된 수입원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76.2%로 가장 높고, 여자의 경우에
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정부보조, 사회단체 보
조도 40.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완도군민의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식료품비」가 43.3%로 가장 높고, 「보건
의료비(18.9%)」, 「교육비(8.8%)」, 「주거비(8.5%)」 순으로 나타남.

▶ 가구부채 여부 및 부채금액은 「없음」이 58.7%로 가장 높고, 「1억원 이상」 30.7%, 「2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4.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2.7%,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2.2% 순으로 나타남. 가계부채의 주된 이유는 '사업/영농자금 등'
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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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과 경제

▶ 완도군민의 직업선택의 1순위는 「수입」으로 41.9%, 다음으로 「안정성」 33.6%, 「적성, 
흥미」 9.8%의 순으로 나타나며, 직업별에서는 전문/관리, 사무에서 「안정성」이 높고, 서
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노무에서 「수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완도군민의  직장일과 가정생활의 우선순위는 「일과 가정 비슷하게」 46.5%이며, 다음으로 
「일에 약간우선」 19.4%, 「가정에 약간 우선」 13.7% 순으로 나타남. 성별에서 남자, 여자 모
두 「일과 가정 비슷하게」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완도군민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여건 중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은 직장내폭력(언어
폭력, 성희롱 등)방지노력(54.9%), 인간관계(48.4%), 하는일(43.0%), 근로시간(40.8%), 근무
환경(40.1%), 직장내 교육훈련 기회(34.1%) 순으로 나타남.

직장의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노동 부문 총괄

▶ 완도군민의 직업선택의 1순위는 「수입」으로 41.9%, 다음으로 「안정성」 33.6%, 「적성, 
흥미」 9.8%의 순으로 나타남. 직업을 선택할 때는 적성, 흥미 보다 수입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완도군민의  직장일과 가정생활의 우선순위는 「일과 가정 비슷하게」 46.5%이며, 다음
으로 「일에 약간우선」 19.4%, 「가정에 약간 우선」 13.7% 순으로 나타남. 성별에서 
남자, 여자 모두 「일과 가정 비슷하게」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맞벌이 부부가 증
가하면서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완도군민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여건 중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은 직장내폭
력(언어폭력, 성희롱 등)방지노력(54.9%), 인간관계(48.4%), 하는일(43.0%), 근로시간
(40.8%), 근무환경(40.1%), 직장내 교육훈련 기회(34.1%)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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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은 교우관계(70.5%)의 만족도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교사와의 관계(53.4%), 전반적인 학교생활(46.6%), 교육내용(44.5%)에서도 높게 나타
남.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은 학교 주변 환경(23.3%)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방
법(16.2%) 순으로 나타남

학교생활 만족도

▶ 완도군 거주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점은 「학교시설 개선」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
육인프라 확충(20.1%)」, 「교육프로그램 확대(18.3%)」, 「자유학기제 확대(11%)」 순으로 나타
남.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교육 부문 총괄

▶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은 교우관계(67.1%)의 만족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와의 관계(53.4%), 전반적인 학교생활(45.5%), 교육내용(44.5%)에
서도 높게 나타남.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은 교육방법(28.7%), 학교 주
변 환경(21.3%), 교육내용(15.3%) 순으로 나타남

▶ 완도군 거주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점은 「학교시설 개선」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지역별로 완도읍권은 「교육인프라 확충」이 23.9%로 가장 높았으며, 동부권과 
서부권은 「학교시설 개선」이 각각 39.4%와 28.2%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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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과 의료

▶ 완도군민이 전남 도내 의료기관 이용 여부는 응답자의 75.0%가 이용, 월평균 이용횟수 「1회
(51.6%)」 이용자가 많았고, 「2회-4회(34.4%)」 「5회 이상(14.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용한적 없다」의 응답도 25.0%로 나타남. 전남 도내 의료기관의 이용은 여성이 80.0%, 남성
이 69.9%로 여성이 남성 보다 더 이용 함.

의료기관 이용여부 월평균 이용횟수

▶ 전남 도내 이용 의료기관은 「병(의)원」 59.4%, 「종합병원」 28.9%, 「치과 병원」 3.4%, 「한의
원」 3.2%의 순으로 나타남. 「병(의)원」 이용은 남성(59.3%)과 여성(59.5%)의 이용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50~59세(75.9%), 30~39세(68.0%)의 연령대가 이용률이 높음.

▶ 완도군민이 전남 도내 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 50.7%, 「보통」 
38.1%, 「불만족(약간불만족+매우 불만족)」 11.2%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동부권(58.1%)
과 완도읍권(53.3%)이 높고 서부권(36.6%)이 낮게 나타났으며, 남성(48.1%) 보다 여성
(52.9%)이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남. 

▶ 완도군민이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불만족은 1순위가 「치료결과 미흡」으로 25.4%로 가장 높
고, 다음으로 「의료기관까지 장거리」 22.1%, 「불친절」 12.6%, 「의료시설  낙후되거나 미비」 
10.7%, 「대기 시간이 길다」 7.7%, 「진료가 불성실」 7.6% 순으로 나타남. 

▶ 완도군민의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직장생활(60.7%)과 일상생활(55.7%)에서 가장 많이 느끼
며, 다음으로 일상생활(39.0%), 가정생활(31.1%)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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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보건·의료 부문 총괄

▶ 완도군민이 전남 도내 의료기관 이용 여부는 응답자의 75.0%가 이용, 월평균 이용횟
수 「1회(51.6%)」 이용자가 많았고, 「2회-4회(34.4%)」 「5회 이상(14.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한적 없다」의 응답도 25.0%로 나타남. 여성이 남성 보다 높게 나타
남.

▶ 전남 도내 이용 의료기관은 「병(의)원」 59.4%, 「종합병원」 28.9%, 「치과 병원」 
3.4%, 「한의원」 3.2%의 순으로 나타남. 「병(의)원」 이용은 남성(59.3%)과 여성
(59.5%)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50~59세(75.9%), 30~39세(68.0%)의 연령대가 이
용률이 높게 나타남.

▶ 완도군민이 전남 도내 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 50.7%, 
「보통」 38.1%,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 11.2% 순으로 나타남. 만족도는 
지역별로 동부권과 완도읍권이 높고, 서부권이 낮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의료서
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됨.

▶ 완도군민이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불만족은 1순위가 「치료결과 미흡」으로 2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료기관까지 장거리」 22.1%, 「불친절」 12.6%, 「의료시설  낙
후되거나 미비」 10.7%, 「대기 시간이 길다」 7.7%, 「진료가 불성실」 7.6% 순으로 나
타남. 

▶ 완도군민의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직장생활(60.7%)에서 가장 많이 느끼며, 다음으
로 일상생활(39.0%), 가정생활(31.1%)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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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 완도군민이 현재 거주지 거주기간은 「30년 이상」 거주자가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
음으로 「5년 미만」 14.8%, 「10년-19년」 11.6%로 나타남. 「5년 미만」 응답은 15∼29세
(71.6%), 30∼39세(48.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30년 이상」은 60세 이상(77.6%), 65세 
이상(81.1%)에서 높게 나타남. 

▶ 완도군민이 현재 거주지의 거주 이유는 「예전부터 살아서」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직장 및 일자리」 26.6%, 「주택문제」 10.4%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완도읍권
(31.3%)은 「직장 및 일자리」가 높은 반면 서부권과 동부권은 「예전부터 살아서」가 54.8%로 
높게 나타남.

▶ 완도군민이 현 거주지의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보통」으로 느끼고 있으며, 다음으로 「약간 만
족」 한다고 응답함. 지역별로 자연환경과 쾌적함은 완도읍권(33.6%), 동부권(24.1%), 서부권
(20.9%)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원, 체육시설 등 문화여가생활은 완도읍권(13.3%)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현 거주지 주거환경 만족도

▶ 완도군민이 현재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84.9%, 「아파트」 8.8%, 「연립주택」 3.8%, 순으로 
나타남. 향후 거주하고 싶은(희망하는) 주거의 형태는 「단독주택」 74.3%, 「아파트」 24.5%, 
「연립주택」 0.7%, 「다세대 주택」 0.4% 순으로 나타남. 희망하는 주거형태에서 「단독주택」으
로 여성의 선호 비율이 남성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완도군민이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의 방 개수는 「3개」가 4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개」 
38.1%, 「1개」 11.4%, 「4개」 5.2% 순으로 나타남. 희망하는 방 개수는  「3개」, 「2개」, 「4
개」, 「1개」 순으로 나타남.

▶ 완도군민이 현재 주거지의 주택규모는 「61㎡~85㎡」 36.3%, 「86㎡~100㎡」 24.8%, 「41
㎡~60㎡」 14.3%, 「101㎡~130」 11% 순으로 나타남. 향후 거주하고 싶은(희망하는) 주거지
의 주택규모는 「86㎡~100㎡」 35.9%, 「61㎡~85㎡」 30%, 「101㎡~130㎡」 13.7%, 「131㎡ 
이상」 12.6%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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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민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택시가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외/고속버스(62.6%), 시내버스/마을버스(61.7%), 선박(50.5%), 철도(9%), 항공(6.4%) 순
으로 나타남. 대중교통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으로 응답하였고, 「만족(매우만족+약간만
족)」은 택시(31.4%), 선박(31.1%), 시외/고속버스(29.4%), 시내버스/마을버스(24%), 항공
(15.2%) 순으로 나타남.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 귀농, 귀어, 귀촌을 하는 이유는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39.4%, 「전원생활」 21.9%, 
「은퇴 후 여가  및 휴양」 17.8%, 「가업 승계」 11.6%, 「건강 치유」 6.5%, 「정부 정책  이용」 
1.9% 순으로 나타남. 

▶ 귀농, 귀어, 귀촌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정착자금 및 융자지원」 31.6%, 「농지, 어장 등 기반
마련 정보제공」 18.0%,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16.9%, 「관련 체험프로 제공」 16.9%, 「관
련 교육 및 연수」 12.0%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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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통부문 총괄

▶ 완도군민이 현재 거주지 거주기간은 「30년 이상」 거주자가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 「5년 미만」 14.8%, 「10년~19년」 11.6%로 나타남. 현재 거주지의 거주 
이유는 「예전부터 살아서」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직장 및 일자리」, 
「주택문제」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완도읍권(31.3%)은 「직장 및 일자리」가 높은 반면 
서부권과 동부권은 「예전부터 살아서」가 54.8%로 높게 나타남.

▶ 완도군민이 현재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84.9%, 「아파트」 8.8%, 「연립주택」 3.8%, 순
으로 나타남. 현재 주거지의 주택규모는 「61㎡~85㎡」 36.3%, 「86㎡~100㎡」 24.8%, 
「41㎡~60㎡」 14.3%, 「101㎡~130」 11% 순으로 나타남.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의 방의 
개수는 「3개」가 4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개」, 「1개」, 「4개」 순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을 이용에 대한 응답은 택시가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외/고속버스
(62.6%), 시내버스/마을버스(61.7%), 선박(50.5%), 철도(9%), 항공(6.4%) 순으로 나타
남. 대중교통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으로 나타남. 

▶ 귀농, 귀어, 귀촌을 하는 이유는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39.4%, 「전원생활」 
21.9%, 「은퇴 후 여가  및 휴양」 17.8%, 「가업 승계」 11.6%, 「건강 치유」 6.5%, 「정부 
정책  이용」 1.9% 순으로 나타남.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정착자금 및 융자지원으로 나타
남. 

8.
  
 환경

▶ 완도군민의 2년 전과 비교한 환경체감도는 「보통」 50.6%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는 녹지환경(공원, 가로수 등)이 4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기(미세먼지, 황사 등), 생
활소음, 수질(상수도 및 하천생태), 쓰레기 처리 순으로 나타남.

2년전 비교 환경체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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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분리수거」와 「1회용품 사용 안하기」가 높게 나
타났으며, 분리수거는 68.8%(매우 노력함+약간 노력함)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합
성세제 사용 안하기는 22.1%(매우 노력함+약간 노력함)로 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환경 부문 총괄

▶ 완도군민의 2년 전과 비교한 환경체감도는 「보통」 50.6%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녹지환경(공원, 가로수 등)이 4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기(미세먼지, 
황사 등), 생활소음, 수질(상수도 및 하천생태), 쓰레기 처리 순으로 나타남.

▶ 완도군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분리수거」와 「1회용품 사용 안하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분리수거는 68.8%(매우 노력함+약간 노력함)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합성세제 사용 안하기는 22.1%(매우 노력함+약간 노력함)로 환경을 위
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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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와 복지

▶ 완도군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매우 수용+약간 수용)은 취약가정자녀(55.2%), 장애
인(53.1%), 결혼이민자(44.1%), 새로운 이웃(40.4%), 외국인 노동자(40.0%), 전과자(6.9%) 
순으로 나타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도

▶ 완도군민의 보육시설 선택시 고려사항에 대한 응답은 「교육내용」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주변환경과 안전시설」 17.7%, 「집과의 거리」 8.5%, 「보육시설 지출비용」 5.5% 순으
로 나타남. 성별로 남성은 「교육내용」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교육내용」과 「주변환
경과 안전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완도군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는 「보육비 지원 확대」 42.1%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성별, 연령별, 학력별 모두 「보육비 지원 확대」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로 
응답함.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으로는 「공동작업형」 28.2%, 「공공시설봉사」 22.1%, 「노인돌보는 사
업」 18.1%, 「취약계층지원」 12.3%, 「인력파견형」 7.3% 순으로 나타나며, 연령에 따른 차이
가 나타남.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적정연령은 「60~80세」 41.6%,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0~70세」가 39.0% 순으로 나타나며 지역과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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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부문 총괄

▶ 완도군민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매우 수용+약간 수용)은 취약가정(55.2%), 장애인
(53.1%), 결혼이민자(44.1%), 새로운 이웃(40.4%), 외국인 노동자(40.0%), 전과자
(6.9%) 순으로 나타남. 취약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예방 점검 필요.

▶ 완도군민의 보육시설 선택시 고려사항에 대한 응답은 「교육내용」 61.7%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은 「주변환경과 안전시설」 17.7%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교육내용」에 응
답한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교육내용」과 「주변환경과 안전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완도군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는 「보육비 지원 확대」 42.1%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별, 학력별 모두 「보육비 지원 확대」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로 응답하고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함.

▶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으로는 1위가 「공동작업형」 28.2%, 다음으로 「공공시설봉사」 
22.1% 등으로 응답하였고,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완도읍권과 서부
권은 「공공시설봉사」, 동부권은 「공동작업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적정연령은 「60~80세」 41.6%,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 학
력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별 모두 노인 일자리 사업 적정연령은 60~80세가 높은 비율
을 보임. 이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이 되어도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 노년기 보람
과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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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가와 문화

▶ 완도군민은 지역문화 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62.1%, 「부정적」 의견이 

19.0%로 나타남. 긍정적인 반응은 30~39세가 70.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완도군민의 지역 문화행사 개최 찬반 이유는 긍정적인 이유로는 「주민화합」 44.5%, 「지역홍
보 및 관광수입 증대」 41.0%, 「지역적 특성 계승발전」 1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인 이유로는 「홍보성 행사 및 예산낭비」 61.8%, 「교통 혼잡 및 질서 문란조장」 15.4%, 「과
소비 조장」 10.9% 순으로 나타남.

▶ 완도군민의 주말, 휴일의 여가활동에 대한 응답은 「TV 시청」 56.8%, 「휴식」 13.9%, 「사회활
동 및 기타활동」 9.3%, 「스포츠활동 및 등산 등 건강관리」 7.0%, 「컴퓨터게임, 인터넷 검색」 
3.1% 순으로 나타남.

주말, 휴일의 여가활동

▶ 완도군민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 28.4%, 「TV시청」 22.2%, 「문화예술관람」 
11.7%, 「스포츠활동 및 등산 등 건강관리」 10.7%, 「취미, 자기계발 활동」 7.6% 순으로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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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문화 부문 총괄

▶ 완도군민은 지역문화 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62.1%, 「부정적」 의견이 

19.0%로 나타남. 긍정적인 반응은 30~39세가 70.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완도군민의 지역 문화행사 개최 찬반 이유는 긍정적인 이유로는 「주민화합(44.5%)」과 
「지역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41.0%)」이며, 부정적인 이유로는 「홍보성 행사 및 예산낭
비(61.8%)」로 나타남.

▶ 완도군민의 주말, 휴일의 여가활동에 대한 응답은 「TV 시청」 56.8%, 「휴식」 13.9%, 
「사회활동 및 기타활동」 9.3%, 「스포츠활동 및 등산 등 건강관리」 7.0%, 「컴퓨터게임, 
인터넷 검색」 3.1% 순으로 나타남. 앞으로 완도군민이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순위는 
「관광」 28.4% 으로 나타남.

11.
  
 안전

▶ 완도군민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매우 안전+비교적 안전)」은 「국가안보」 55.0%, 
「신종 전염병」 43.4%, 「전반적인 사회안전」 43.3%, 「먹거리」 43.0%, 「화재」 40.5%, 「범죄 
위험」 39.3% 순으로 나타남. 

▶ 완도군민의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 51.6%, 「보안 등, 공원 
등 설치로 범죄치약지역 해소」 17.9%, 「보행환경 개선」 15.1%, 「안전매뉴얼 및 제도정비, 
군민의식함양 교육」 7.9%, 「교통안전 지도 및 자율방범」 4.5%, 「재난 대비 훈련 강화」 
2.9% 순으로 나타남.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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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부문 총괄

▶ 완도군민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매우 안전+비교적 안전)」은 「국가안보」 
55.0%, 「신종 전염병」 43.4%, 「전반적인 사회안전」 43.3%, 「먹거리」 43.0%, 「화재」 
40.5%, 「범죄 위험」 39.3% 순으로 나타남. 

▶ 완도군민의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 51.6%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방범용 CCTV 확충」은 지역별로 완도읍권(55.9%), 서부권(49.0%), 동
부권(49.0%) 순으로 나타남. 이는 방범용 CCTV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예
산확보를 통해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함. 

12.
  
 공동체와 사회참여

▶ 완도군민이 1년 동안 자원봉사자 참여횟수는 7회 이상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
자」 24.6%, 「재해지역 주민돕기 시설복구 등과 관련한 활동」 11.3%, 「자녀교육 등과 관련한 
활동」 8.4%,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한 활동」 7.6%,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한 
활동」 6.2%, 「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한 활동」 3.3% 순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 유무 자원봉사 참여횟수

▶ 완도군민이 향후 자원봉사 참여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참여의사 있다」는 14.1%, 
「참여의사 없다」는 응답은 85.8%로 나타남.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사 있다」는 29.1%, 「참여
의사 없다」는 70.9%로 나타남.

▶ 완도군민으로서 자부심의 정도는 「보통」 37.1%, 「약간 가지고 있다」 29.0%, 「많이 가지고 있
다」 22.5%,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8.7%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남
자가 여자보다 높고, 65세 이상에서 자부심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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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민의 행복한 수준을 0점(나는 행복하지 않다)~10점(나는 행복하다)까지 점수화 한 완도
군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종합행복도)」는 평균 6.64점으로 나타나며, 지역, 성별로 「삶에 대
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으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5~29세가 7.11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남.

삶에 대한 만족도(행복지수)

공동체와 사회참여 부문 총괄

▶ 완도군민이 1년 동안 자원봉사자 참여횟수는 7회 이상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24.6%, 「재해지역 주민돕기 시설복구 등과 관련한 활동」 11.3%, 「자녀교육 
등과 관련한 활동」 8.4%,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한 활동」 7.6% 순으로 나타
남. 완도군민의 자원봉사 참여는 낮은 수준이며,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사 있다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참여의사 있다가 29.1%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
구됨.

▶ 완도군민으로서 자부심의 정도는 「가지고 있다(약간 가지고 있다+많이 가지고 있다)」
가 66.1%로 나타남.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65세 이상에서 
자부심이 높게 나타남.

▶ 완도군민의 행복한 수준을 0점(나는 행복하지 않다)~10점(나는 행복하다)까지 점수화 
한 완도군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종합행복도)」는 평균 6.64점으로 나타나며, 지역, 성
별로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으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5~29세가 7.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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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완도군 특성화 항목

▶ 완도군의 인구증가 정책은 「인력유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창출」 35.4%, 「출산장려를 위한  복
지 지원」 32.4%,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지원 확대」 20.9%,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 
유입」 6.8% 순으로 나타남. 남자는 「인력유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창출」이 37.2%로 높은 비
율을 차지하는 반면 여자는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 지원」이 35.6%로 높게 나타남. 

완도군 인구 증가 정책

▶ 완도군민의 남자 결혼 적정연령은 「30대 초반(30~34세)」 59.8%, 「20대 후반(25~29세)」 
30.9%, 「30대 후반(35~39세)」 8.2%, 「20대 초반(20~24세)」 0.9% 순으로 나타남. 여자 결
혼 적정연령은 「20대후반(25~29세)」 53.7%, 「30대초반(30~34세)」 39.9%, 「20대초반
(20~24세)」 3.3%, 「30대후반(35~39세)」 2.9% 순으로 나타남.

남자 결혼(초혼) 적정 연령 여자 결혼(초혼) 적정 연령

▶ 완도군민이 부모와 기혼자녀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족간의 화합 용이」 
44.3%, 「부모부양 의무」 29.8%, 「자녀의 교육효과 증진」 9.1%, 「자녀 양육 문제 해결」 
8.6%, 「생활비 절약 등 경제적도움」 8%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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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기혼자녀가 함께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 완도군민이 부모와 기혼자녀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기혼자녀의 독립생활 
선호」 46.6%, 「부모의 독립생활 선호」 40.6%, 「부모와 기혼자녀와의 불화」 12.5% 순으로 
나타남.

부모와 기혼자녀가 함께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 완도군민의 월평균 저축액은 「저축하지 않음」 60.1%, 「월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13.9%, 「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1.9%, 「월 10만원 미만」 5.7%, 「월 100만원 이
상~200만원 미만」 6%, 「월 200만원 이상」 2.4% 순으로 나타남.

▶ 완도군민이 저축을 하는 주된 목적은 「노후대비」 57.2%, 「교육(자녀,본인)」 16.2%, 「주택구
입」 7.9%, 「결혼, 장례비」 7.8%, 「대출상환」 4.6% 순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15~29세
(26.4%)에서는 「결혼, 장례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0~39세(34.7%)에서는 「교육」
이 가장 높은 반면 40세 이상에서는 「노후대비」가 가장 높은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
중이 더 높아져 60세 이상에서 85.6%로 「노후대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완도군민의 가구 재테크 여부 및 주된 방식은 「없다」 67.6%, 「있다」 32.4%로 나타나는데 
「있다」 응답자 중 「저축」이 80.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험상품」 9.7%, 「부동산」 4.4%, 
「편드 등 간접투자」 2.5%, 「주식/채권 등 직접투자」 2.3% 순으로 나타남.

▶ 완도군민의 재테크 주된 목적은 「노후대책」 62.3%, 「자녀 교육비 마련」 12.9%, 「결혼자금마
련」 9.8%, 「주택구입과 전월세 보증금 마련」 6.1%, 「부채 상환」 3.7%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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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세에서 40.0%로 「결혼자금」이 가장 다른 목적보다 높게 나타나며 그 외의 모든 연령
대에서 「노후대책」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30~39세(28.9%), 40~49세(21.7%)에서는 「자녀 
교육비 마련」도 다소 높게 나타남. 

재테크 주된 목적

▶ 완도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에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31.7%,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18.4%,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2%, 「마을 기업 육성 사
업」 11.9%, 「지역산업 맟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6% 순으로 나타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 여성취업 장애 요인은 「육아 부담」이 33.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
견 및 차별적 관행」 25.7%, 「불평등한 근로여건」 14.3%, 「기타」 7.5%, 「구인 정보 부족」 
7.3% 순으로 나타남.

여성취업 장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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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를 위한 가장 최우선 정책은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32.6%, 「(재)취업을 위한 직
업알선 ,소개 등 정보제공」 31.1%, 「실업구제를 위한 취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19.1%, 
「실업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구호사업」 11.8%, 「창업을 위한 경영기반 지원」 5.2% 순으로 
나타남.

실업자를 위한 가장 최우선 정책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 장애 요인은 「고령으로 인한 능력 부족」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고령자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18.7%, 「고령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부족」 
18.5%, 「고령자의 취업의식 부족」 18%, 「취업알선 기관의 연계성 부족」 17.9% 순으로 나
타남.

고령자(65세 이상) 취업 장애 요인

▶ 고등학교 지역별 진학 의향은 「완도군 지역」 61.4%, 「광주지역」 22.4%, 「서울‧경기지역」 
8%, 「전라남도 내」 7.6% 순으로 나타남. 모든 연령대에서 「완도군 지역」이 높은 비율로 나
타나지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광주지역」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완도지역 고등학교 진학 희망 이유는 「통학거리가 가까워서」 66.4%, 「자녀의 정서발달을 위
해」 16.7%, 「대학 진학에 유리해서」 13.7%, 「차별화된 교육을 받기 위해」 2.2% 순으로 나
타남.

▶ 다른지역(완도군 외) 고등학교 진학 희망 이유는 「지역 학교의 수준이 낮아서」 33.7%, 「특성
화 학교가 없어서」 26%, 「외지는 진학에 도움이 되는 사교육 시설이 많아서」 24.4%, 「성적 
등 학생 수준이 떨어져서」 11.8%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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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지역별 진학 의향

▶ 지난 1년간 건강을 위한 운동 경험은 「있다」 50.7%, 「없다」 49.3%,로 나타나는데 「있다」의 
경우 「걷기, 달리기」 66%, 「등산」 10.6%, 「축구」 7.1%, 「헬스, 에어로빅」 4.8%, 「배드민턴, 
테니스」 4.7% 순으로 나타남.

운동 경험 운동 종목

▶ 3개월 이상 암‧만성질환 증상 여부는 「없다」 70.3%, 「있다」 29.7%로 나타나는데, 「있다」의 
경우 「정기적 치료 받고 있다」 93.5%, 「치료받고 싶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5.9%, 「치
료받고 싶지 않아서, 치료받지 않고 있다」 0.6% 순으로 나타남.

▶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필요 서비스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연계」 22.7%,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19.5%, 「교육 프로그램」 17.9%, 「치매 관련 정보 안내 및 장기 요양등급 안
내」 8.8%, 「치매환자 가족 상호지지 프로그램」 8.4%,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지원」 
7.4% 순으로 나타남.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필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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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쓰레기 감량 방안은 「철저한 분리수거 운동 전개」 42.3%, 「1회용품 사용 자재」 26.5%, 
「시책관련 법령  위반시 강력한 제재」 13.5%, 「식생활 문화 개선(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2.4%, 「쓰레기 봉투값 인상」 4.8% 순으로 나타남.

생활쓰레기 감량 방안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방안은 「상습투기 장소 카메라 설치」 47.8%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쓰레기처리 중요성  및 심각성 적극 홍보」 24.8%, 「노인 일자리 참여인력을 활용 주
변정리」 17.9%, 「주민환경감시단 활성화」 4.9%, 「청소행정 포상제 활성화」 3.9% 순으로 나
타남.

▶ 기후변화 체감 정도는 「보통 체감」 36.4%, 「많이 체감」 33.7%, 「약간 체감」 24.7%, 「거의 
체감 못함」 4.6%, 「전혀 체감 못함」 0.6% 순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 체감 이유는 「지속적 가뭄, 폭염, 혹한」 78.7%, 「국지성 호우, 폭설」 6.8%, 「미세먼
지 등 오염에 따른 공기질 변화」 6.6%, 「해수면 상승」 6.3%, 「농작물의 생장과 재배작목 변
화」 1.4% 순으로 나타남. 

기후변화 체감 이유

▶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28.3%, 「자원순환(재활용) 활성화」 20.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충」 18.3%,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운동 전개」 17.3%, 「군민대상 교육, 홍보 강화」 10.3%, 「에너지 관련 비용 인상으
로 차량, 전기 등의 사용량 억제」 5.1%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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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의 관광발전 중점 추진 사업은 「지역특산품 및  먹거리 개발」 21.6%, 「역사 및 전통
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20.4%, 「자연생태 관광자원 활성화」 13.9%, 「놀이공원, 종합레저시
설 육성 개발」 9.7%,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 9.6% 순으로 나타남. 소득이 낮을수록 
「지역특산품 및  먹거리 개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높을수록 「역사 및 전통문화관
광자원 활성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완도군의 관광발전 중점 추진 사업

▶ 전복산업 등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은 「과잉생산에 따른 판매 대책」 29.8%, 「어업인력 확
보 애로」 16.8%, 「어장 환경 변화」 15%, 「적조, 고수온, 등 환경변화」 13.3%, 「판매가격하
락」 12.6% 순으로 나타남. 

전복산업 등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점

▶ 해양헬스케어산업(해양치유산업)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6.7%, 
「모른다」 73.3%로 나타남. 해양헬스케어산업(해양치유산업)이 미치는 효과가 「크다(매우크다
+약간크다)」 의견은 주민건강 증진이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 및 취업기회 
확대 58.3%, 농어촌 경쟁력 강화 54.2%, 의료(보건)공간 제공 49.8%, 지방세수 증가 
39.8%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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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역 선정 인지 여부 해양헬스케어산업(해양치유산업)이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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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특성화 항목 부문 총괄

▶ 완도군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요구는 「인력유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창출」 35.4%,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 지원」 32.4%,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지원 확대」 20.9%,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 유입」 6.8% 순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 일자리 창출 중점 추진 정책에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31.7%, 「청
년 일자리 지원 사업」 18.4%,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2%, 「마을 기업 육성 사업」 
11.9%, 「지역산업 맟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완도경제에서 비중이 큰 전복산업 등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은 「과잉생산에 따른 
판매 대책」 29.8%, 「어업인력 확보 애로」 16.8%, 「어장 환경 변화」 15%, 「적조, 고
수온, 등 환경변화」 13.3%, 「판매가격 하락」 12.6%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산량 
조절 및 가공 및 판로확대가 중요한 과제임.

▶ 가구부채 여부 및 부채금액은 「없음」 58.7%, 「1억원 이상」 30.7%, 「2천만원 이상 3
천만원 미만」 14.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2.7%,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
만」 12.2% 순으로 나타나며 가계부채의 주된 이유는 '사업/영농자금 등' 58.3%, '주
택 임차 및 구입' 18.1% 순으로 나타남.

▶ 완도군민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은 「포용(매우 수용+약간 수용)」은 취약가정
(55.2%), 장애인(53.1%), 결혼이민자(44.1%), 새로운 이웃(40.4%), 외국인 노동자
(40.0%), 전과자(6.9%) 순으로 나타남. 취약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예방 점검과 지역공동체성 향상한 노력이 필요함 

▶ 완도군민들의 건강은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예방보건 활동 강화를 통해서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암 검진을 비롯한 건강검진을 위한 편리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완도군민은 지역문화 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62.1%, 「부정적」 의견

이 19.0%로 나타남. 긍정적인 반응은 30~39세가 70.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

남. 주민참여형 축제 및 지역행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취약점인 여가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함.

▶ 완도군민의 행복한 수준을 0점(나는 행복하지 않다)~10점(나는 행복하다)까지 점수화 
한 완도군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종합행복도)」는 평균 6.64점으로 나타나며, 지역, 성
별로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으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5~29세가 7.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완도군민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교육·일자리 창출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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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2018년 부문별 
조사결과

1. 인구 
2. 가구와 가족
3. 소득과 소비
4. 노동과 경제
5. 교육
6. 보건과 의료

7. 주거와 교통

8. 환경

9. 사회와 복지

10. 여가와 문화

11. 안전

12. 공동체와 사회참여

13. 완도군 특성화 항목





1. 인구

1-1 세대 및 인구

1-2 성별 및 연령별 인구

1-3 인구 자연증가율 및 인구성장률

1-4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1-5 인구이동 및 순이동률

1-6 성별 국적별 외국인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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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완도군 세대 및 인구

2017년 주민등록인구는 52,109명, 세대수는 25,750세대

• 2017년 완도군 주민등록인구는 52,109명으로, 2013년 대비 1,510명(2.90%) 
감소, 2016년 대비 559명(1.07%) 감소, 세대수는 25,750세대로 2013년 대비 
510세대(2.02%) 증가, 2016년 대비 62세대 증가

  - 남자는 26,092명으로 2013년 대비 570명(2.18%) 감소, 여자는 26,017명으로 940명

(3.61%) 감소함

  - 완도군민의 주민등록인구는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대 수는 201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남녀 인구 구성비'는 남자 50.1%, 여자 49.9%, 성비 100.2로 남자가 많은 형태임

   ※ 성비 :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 

세대 및 인구 남녀 인구 구성비
(단위 : 명)

<표 1-1>  세대 및 인구  (단위 :  세대, 명, %)

구    분 세대 인구 구성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 0 1 3 년 25,240 53,619 26,662 26,957 100.0 49.7 50.3

2 0 1 4 년 25,321 53,174 26,453 26,721 100.0 49.7 50.3

2 0 1 5 년 25,535 53,014 26,430 26,584 100.0 49.9 50.1

2 0 1 6 년 25,688 52,668 26,285 26,383 100.0 49.9 50.1

2 0 1 7 년 25,750 52,109 26,092 26,017 100.0 50.1 49.9

자료: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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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별 및 연령별 인구

40대~70대 연령이 전체 인구의 58.6%

• 2017년 완도군의 연령별 인구는 「0~9세」 3,565명, 「10~19세」 4,259명, 
「20~29세」 4,149명, 「30~39세」 5,017명, 「40~49세」 6,663명, 「50~59세」는 
8,657명, 「60~69세」 7,943명, 「70~79세」 7,854명, 「80~89세」 3,553명, 「90
세 이상」은 449명 임

  - 구성비는 50대가 16.6%로 가장 많고 60대(15.2%), 70대(15.1%), 40대(12.8%)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연령별로 50대 미만은 남자(13,110명, 25.2%)가 여자(10,543명, 20.2%)보다 많으며, 

50대 이상은 남자(12,982명, 24.9%), 여자(15,474명, 30.0%)로 여자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60대까지는 남자인구가 많고, 70대 이후부터는 여자인구가 더 많음

성별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표 1-2> 세대 및 인구 성별 및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

구    분 인구 구성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17년 52,109 26,092 26,017 100.0 50.1 49.9

0~9세 3,565 1,867 1,698 6.8 52.4 47.6

10~19세 4,259 2,198 2,061 8.2 51.6 48.4

20~29세 4,149 2,321 1,828 8.0 55.9 44.1

30~39세 5,017 2,774 2,243 9.6 55.3 44.7

40~49세 6,663 3,950 2,713 12.8 59.3 40.7

50~59세 8,657 4,557 4,100 16.6 52.6 47.4

60~69세 7,943 3,956 3,987 15.2 49.8 50.2

70~79세 7,854 3,316 4,538 15.1 42.2 57.8

80~89세 3,553 1,085 2,468 6.8 30.5 69.5

90세 이상 449 68 381 0.9 15.1 84.9
자료: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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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구 자연증가율 및 인구성장률

자연증가율 감소와 마이너스 인구성장률로 인한 인구 감소세

• 2017년 출생아수는 2016년(386명) 보다 55명 감소한 331명이며, 2013년 
대비 58명 감소

  - 자연증가율은 인구 천명당 6.3명으로 2016년(-3.6명) 보다 2.43명 감소함

  - 주민등록인구 기준 인구성장률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

• 사망자수는 2016년(573명) 보다 72명 증가한 645명이며, 2013년 대비 47명 증
가

출생 및 사망 자연증가율 및 인구성장률

(단위 : 명)

<표 1-3> 인구 자연증가율 및 인구성장률 (단위 :  명, %)

구    분 인구 출생 사망 자연증가율 인구성장률

2013년 53,619 389 598 -3.90 -0.47

2014년 53,174 421 614 -3.60 -0.83

2015년 53,014 379 642 -5.00 -0.30

2016년 52,668 386 573 -3.60 -0.65

2017년 52,109 331 645 -6.03 -1.06

자료: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인구동향조사」 
주) 자연증가율=조출생률-조사망률(천명당)
주) 인구성장률=[(해당연도주민등록인구-전년도주민등록인구)/전년도주민등록인구]×100, 전년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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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은 1.634명으로 전년(1.828명) 보다 0.19명 감소

• 합계출산율은 2017년 1.634명으로 2016년(1.828명) 대비 0.194명 감소 

•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모(母)의 연령은 30대 초반(127.1명)으로 나타남
  - 연령별 출산율은 2016년 대비 40대 초반(4.6명→5.7명)만 상승하고 20대 후반(108.1→

94.6)과 30대 초반 (150.0명→127.1명), 30대 후반(69.1명→61.7명)은 감소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단위 : 명)

<표 1-4> 연령별 출산율 (단위 :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명, 가임여성 1명당 명)

구    분
모의 연령별 출산율 합계

출산율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13년 7.1 37.8 107.7 136.8 45.6 5.0 0.6 1.710

2014년 4.8 24.1 129.4 159.2 56.5 5.0 0.7 1.902

2015년 2.4 30.6 122.9 144.1 45.3 10.3 0.0 1.767

2016년 0.8 33.3 108.1 150.0 69.1 4.6 1.4 1.828

2017년 0.8 30.3 94.6 127.1 64.7 5.7 1.4 1.634

자료: 통계청, KOSIS 

주) 연령별 출산율(ASFR)=(모의연령별출생아수/당해연령별여자인구)×1000 ; 해당연령 여자인구 천명당 명

주) 합계출산율(TFR)=
 



 : 가임기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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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구이동 및 순이동률

2017년 「전입」 인구 전년 대비 171명 감소, 「전출」 인구 123명 감소

• 2017년 전입인구는 3,877명으로 2016년 4,048명 대비 171명 감소하였고, 
전출인구는 4,108명으로 2016년 4,231명 대비 123명 감소함

• 2017년 순이동은 -231명 순유출로, 2015년 이후 순유출이 지속됨

전입 및 전출 순이동 추이

(단위:명)

<표 1-5> 인구이동 및 순이동률 (단위 : 명, % )

구    분 전입 전출 순이동
이동률 이동률 이동률

2013년 4,310 8.0 4,364 8.1 -54 -0.1

2014년 4,275 8.0 4,533 8.5 -258 -0.5

2015년 4,231 8.0 4,134 7.8 97 0.2

2016년 4,048 7.7 4,231 8.0 -183 -0.3

2017년 3,877 7.4 4,108 7.9 -231 -0.4

자료: 통계청, 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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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별 및 국적별 외국인 인구

외국인 인구는 1,769명으로 2016년 대비 101명 증가 

• 2017년 외국인 인구는 1,769명으로 여자(365명) 보다 남자(1,404명)가 
1,039명 많음

  - 2016년(1,668명) 대비 101명 증가, 성별로 남자 96명 증가, 여자 5명 증가

• 국적별 외국인 인구
  - 우즈베키스탄(739명), 베트남(385명), 인도네시아(197명), 중국(56명), 한국계중국인(54명),  

캄보디아(31명), 필리핀 (28명), 일본(16명), 네팔(15명), 태국(14명) 순임

성별 외국인 인구 국적별 외국인 인구

(단위 : 명)

<표 1-6> 성별 국적별 외국인 인구 (단위 :  명)

구 분
외국인
인구

국적별

남자 여자 중국 베트남
한국계
중국인

인도네
시아

필리핀 미국 몽골
캄보디

아
일본 태국 기타

2013년 887 571 316 67 178 144 112 25 131 33 26 15 15 151

2014년 1,149 823 326 67 259 113 195 26 220 26 46 15 15 167

2015년 1,364 1,027 337 62 285 92 223 27 409 10 39 16 24 177

2016년 1,668 1,308 360 61 322 63 198 25 675 13 34 15 18 244

2017년 1,769 1,404 365 56 385 54 197 28 739 15 31 16 14 234

자료: 통계청, 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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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현황(인구부문) 정책적 제언

▶ 완도군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대 수는 2013년 이후 다
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출산율의 감소와 사망률의 증가로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 인구 구조는 50~60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31.8%), 남자 
51.2% 여자 48.8%로 나타나고 있음

▶ 완도군 인구의 순이동은 2013년 약 54여 명의 순유출이 이후로 5년간 2017까지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연증가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완도군의 인구현황은 전국 대부분의 농촌지자체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
제에 직면하고 있음

▶ 완도군의 인구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는 기존의 출산·보육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교육·일자리 창출 중심의 인구정책에 집중하는 것임

▶ 둘째는 '건강의 섬 완도'의 슬로건 하에 리아스식 해안에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
진 완도는 맑은 공기와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 청정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해조류로 대표되는 '건강의 섬'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청산도로 대표되는 '쉼과 휴
식', 여가문화의 확산과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완도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과 휴양의 최적지로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다음
과 같은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완도군의 정책인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유입을 지속
적으로 유도하고 청년'가업 잇기'지원을 통해 농어촌을 책임질 젊은 인력을 
더욱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자녀의 교육 때문에 타지로 이탈하지 않도
록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교육환경 개선 및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돌봄,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분야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동체성이 살아 숨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쉼과 회복'기능을 극대화 하고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 관광 수입을 물론 인구증가로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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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와 가족

2-1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2-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2-3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2-4 부모님 생존여부 및 생활비 부담

2-5 가족관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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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부부만」 생활 39.4%

•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는 「부부만」 39.4%, 「부모와 자녀동거」 32.8%, 「부모
와 미혼자녀동거」 16.5%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권은 「부부만」만 생활하는 것이 42.4%로 높고, 「부모와 자녀동거」도 

38.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혼자 사는 것」은 11.2%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완도읍권이 17.3%로 다른 지

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혼자 사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표 2-1>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단위: %)

구    분 계 부모와 자녀동거
부모와 

미혼자녀동거
부부만

(자녀 출가)
혼자 사는 것 기타

2 0 1 8 년 100.0 32.8 16.5 39.4 11.2 0.1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28.1 19.0 35.6 17.3 0.0

동 부 권 100.0 38.1 11.8 42.4 7.5 0.2

서 부 권 100.0 30.5 20.6 39.7 9.0 0.2

< 성   별 >
남 자 100.0 34.4 15.5 39.4 10.7 0.0

여 자 100.0 31.2 17.4 39.4 11.7 0.3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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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주된응답)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지원금 지급」을 시행해야

• 저 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결혼지
원금 지급」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자녀가정 지원확대(25.1%)」 
「2자녀까지 확대지원(22.0%)」, 「자녀양육근로자 지원(9.2%)」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 보다 「결혼지원금 지급」과, 「다자녀가정 지원확대」, 「자녀양육 근로자 

지원」에 응답이 많았으며, 「2자녀까지 확대지원」과 「육아가사 분담」은 여자의 비중이 높게 나

타남.

  - 혼인상태별로 미혼은 「결혼지원금 지급(32.1%)」외에도 「다자녀가정 지원확대(17.8%)」이 시급

히 지원할 정책이라 응답하였으며, 배우자 있음도 「결혼지원금 지급(28.3%)」과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26.5%)」가 시급히 지원할 정책으로 응답함.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주된응답)

 

<표 2-2>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주된응답) (단위: %)

구    분 계
결혼지원
금 지급

자녀양육
위한 

부모교육

2자녀까지 
확대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확
대

비혼출산 
지원

자녀양육
근로자 
지원

육아가사 
분담

신생아 
국내입양

지원
기타

2 0 1 8 년 100.0 29.3 7.5 22.0 25.1 1.7 9.2 3.5 0.9 0.7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17.3 5.2 35.0 24.1 2.3 9.9 5.0 0.0 1.1
동 부 권 100.0 41.2 8.4 11.7 23.5 1.5 9.3 2.3 2.1 0.0
서 부 권 100.0 26.2 9.4 21.0 29.2 1.4 8.0 3.6 0.2 1.1
< 성   별 >
남 자 100.0 30.6 8.1 20.6 25.5 1.9 9.8 1.6 0.9 1.1
여 자 100.0 28.0 7.0 23.4 24.8 1.6 8.7 5.4 0.9 0.2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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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해야

•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43.7%, 「가족(자식 등)」 20.0%, 「부모님 스스로」 
19.7%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동부권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55.1)」, 「가족(자식 등)」이 부양(22.3)해야 한
다는 비중이 완도읍(각각 38.8, 13.9)권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의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표 2-3>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구    분 계
부모님 
스스로

가족(자식 등)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정부, 사회
부모님과 

정부, 사회
기타

2 0 1 8 년 100.0 19.7 20.0 43.7 6.7 9.8 0.1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24.8 13.9 38.8 9.7 12.7 0.2
동 부 권 100.0 15.6 22.3 55.1 2.8 4.2 0.0
서 부 권 100.0 19.4 24.7 32.0 9.3 14.7 0.0
< 성   별 >
남 자 100.0 20.0 19.5 44.3 6.2 9.9 0.1

여 자 100.0 19.5 20.6 43.1 7.3 9.6 0.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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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모님 생존여부 및 생활비 부담

생활비 부담은 「부모님 스스로」 60.2%

• 부모님이 생존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48.5% 중 생활비를 「부모님 스스로」가 
부담하는 비율이 60.2%이고, 「모든 자녀」 부담이 24.5%로 나타남.

  - 「부모님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는 비중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부모님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84.8%로 높게 나타남.

부모님 생존 여부 생활비 부담

<표 2-4> 부모님 생존여부 및 생활비 부담 (단위: %)

구    분 계
안 

계신다생존 소계
부모님 
스스로

장남 
또는 

맏며느리

아들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 
자녀

기타

2 0 1 8 년 100.0 48.5 100.0 60.2 6.0 7.4 1.3 24.5 0.6 51.5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60.0 100.0 58.4 2.2 6.3 1.7 30.0 1.5 40.0
동 부 권 100.0 40.7 100.0 59.9 9.9 8.3 0.8 21.1 0.0 59.3
서 부 권 100.0 45.5 100.0 63.9 7.2 8.1 1.2 19.6 0.0 54.5
< 성   별 >
남 자 100.0 56.4 100.0 61.3 7.5 9.3 0.0 21.3 0.7 43.6

여 자 100.0 40.8 100.0 58.9 4.0 4.9 3.0 28.8 0.5 59.2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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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족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가족관계는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 65.9%

•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이 65.9%로 나타남.

 - 가족관계 「만족(매우+약간만족)」은 자녀와의 관계(80.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부모

와의 관계(77.8%), 배우자와의 관계(73.7%), 자기 형제, 자매와의 관계(65.2%), 배우자의 형

제, 자매와의 관계(56.9%),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66.4%)로 나타남.

 -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난다고 할 수 있지만 소

득에 있어서는 200~300만원 구간이 300~400만원 구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으로써 약간의 

변화가 있음. 

가족관계 만족도

<표 2-5>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구    분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배 우 자 와 의  관 계 100.0 44.3 29.4 24.4 1.5 0.4

자 녀 와 의  관 계 100.0 49.9 30.7 18.0 0.8 0.5

자 기 부 모 와 의  관 계 100.0 45.1 32.7 20.2 1.7 0.3

배 우 자  부 모 와 의  관 계 100.0 36.8 29.6 30.4 2.0 1.2

자 기  형 제 ,  자 매 와 의  관 계 100.0 36.4 28.8 32.3 1.8 0.7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 100.0 31.0 25.9 40.2 2.1 0.8

전 반 적 인  가 족 관 계 100.0 35.3 30.6 32.2 1.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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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월평균 가구 소득 및 가구 수입원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51.9%이며,

주된 수입원은 「근로소득 및 사업자 소득」이 가장 많아

• 완도군민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전의 총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50 만원 
미만」이 26.6%로 가장 높고, 「100~200만원 미만」이 17.7% 「200~300만원 미만」이 
13.9% 「300~400만원 미만」이 10.7%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에 비해 실업 및 비경제활동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50만원 

미만」은 69.6%나 되며, 혼인상태별에서 사별/이혼은 「50만원 미만」이 62.5%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요구됨.

 
• 가구소득의 주된 수입원은 「근로소득 및 사업자 소득」이 67.2%로 가장 높고, 

「정부보조 사회단체 보조(23.1%)」 「재산소득 퇴직금(5.2%)」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가구 소득의 주된 수입원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76.2%로 가장 높고, 

여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정부보조, 사회단

체 보조도 40.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월 평균 가구 소득 주된 수입원

<표 3-1> 월평균 가구 소득(가구주) (단위: %)

구    분 계
50만원 

미만

50~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미만

300~
400만원 

미만

400~
500만원 

미만

500~
600만원 

미만

600~
700만원 

미만

700~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2 0 1 8 년 100.0 26.6 14.3 17.7 13.9 10.7 6.4 3.8 3.3 1.2 2.0

<표 3-2> 가구소득의 주된 수입원(가구주) (단위: %)

구    분 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

재산소득, 
퇴직금, 

예(적)금, 연금

정부보조, 
사회단체 보조

기타

2 0 1 8 년 100.0 67.2 4.4 5.2 23.1 0.1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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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월평균 가구 소비(가구주)

월평균 가구 소비 「50만원 미만(28.1%)」이 가장 많아

• 월평균 가구 소비는 「50만원 미만(28.1%)」이 가장 많고 「100~200만원미만
(22.6%)」, 「50~100만원미만(16.8%)」, 「200~300만원미만(14.7%)」순임.

  -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23.7인데 

비해 사별이나 이혼을 한 경우에 6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50만원 미만(23.5)」인 경우가 완도읍권에서 23.5%, 동부권에서 32.2%, 서부권

에서 27.7%로 전지역에서 50만원 미만 소득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월평균 가계지출 「50만원 미만(49.8%)」의 비율은 남성보다 약 2.5배 높음.
  - 월평균 가계지출이 「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49.8%), 남성(19.5%)로 

나타남.

월평균 가구소비(가구주)

<표 3-3 > 월평균 가구소비(가구주) (단위: %)

구    분 계
50만원 

미만

50~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미만

300~
400만원 

미만

400~이
500만원 

미만

500~
600만원 

미만

600~
700만원 

미만

700~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2 0 1 8 년 100.0 28.1 16.8 22.6 14.7 7.5 6.1 2.3 1.5 0.2 0.2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23.5 15.1 23.8 18.0 7.8 7.4 3.1 1.2 0.0 0.0
동 부 권 100.0 32.2 18.4 20.6 12.9 7.9 3.1 3.0 1.5 0.5 0.0
서 부 권 100.0 27.7 16.4 24.1 13.3 6.7 8.6 0.4 1.8 0.0 0.8
< 성   별 >
남 자 100.0 19.5 14.6 25.1 18.9 9.6 6.9 3.0 2.0 0.3 0.2

여 자 100.0 49.8 22.1 16.3 4.1 2.2 4.1 0.6 0.4 0.0 0.4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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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가구주, 주된응답)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는 「식료품비」로 나타나

• 생활비 중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식료품비」가 
43.3%로 가장 높고, 「보건의료비(18.9%)」, 「교육비(8.8%)」, 「주거비(8.5%)」 
순으로 나타남.

  - 남자에게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은 「식료품비(42.3%)」가 가장 높고, 여자도 「식료품비(38.7%)」

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자의 3대 생활비 항목은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교육비」순이며, 여자의 3대 항목은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교통비」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가 가구주인 경우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으로 「식료품비」가 40.4%로 가

장 많으며, 「주거비」는 19.7%로 나타남. 40~49세가 가구주인 경우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

으로 「식료품」비가 34.9%이며 두 번째로 높은 「교육비」는 27.8%로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

타남.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경우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으로 「보건 의료비」가 38.8%로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남.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 남녀의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

<표 3-4 >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 (단위: %)

구    분 계
식료품
비(외식
비포함)

주거비
(임대료,
대출이
자 등)

교통비
(유류비
포함)

가사 
용품비

의류비
보건 

의료비

교육비
(사교육
비포함)

교양, 
여가활
동비

통신비
(휴대폰, 
컴퓨터 

등)

경조사
비

기타

2 0 1 8 년 100.0 41.3 8.5 4.5 2.9 0.6 18.9 8.8 2.0 2.4 8.0 2.2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46.8 8.3 2.7 1.6 0.4 10.6 10.3 2.5 4.8 8.1 3.8
동 부 권 100.0 41.5 3.3 6.4 3.9 0.6 23.8 5.5 0.9 1.2 11.1 1.8
서 부 권 100.0 34.7 15.7 4.0 3.1 1.0 21.6 11.5 2.9 1.1 3.6 0.8
< 성   별 >
남 자 100.0 42.3 9.6 3.8 3.0 0.6 14.2 10.3 2.5 2.3 8.9 2.5
여 자 100.0 38.7 5.5 6.3 2.6 0.8 30.7 4.9 0.9 2.6 5.7 1.3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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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구부채 여부 및 부채금액

가구부채는 「없음」 58.7%, 「1억원 이상」 30.7%

• 가구부채 여부 및 부채금액은 「없음」 58.7%, 「1억원 이상」 30.7%,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4.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2.7%,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2.2%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부채가 없는 경우, 남자는 50.0%이고, 여자는 80.7%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

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부채가 있는 경우 「1억 이상」 15∼29세에서 30.8%, 30∼39세에서 

31.6%, 40~49세에서 38.8%, 50∼59세의 경우 32.4%이며 60세 이상에서도 30.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1억 이상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채금액을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경우 「1억원 이상」 32.0%, 실업 및 비경제활동

자의 경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5.8%로 높게 나타남.

가구부채 여부 부채금액

<표 3-5 > 가구부채 여부 및 부채금액 (단위: %)

구    분 계 없음있음 소계
500만
원미만

500만이상 
1천만미만

1천만이상 
2천만미만

2천만이상 
3천만미만

3천만이상 
4천만미만

4천만이상 
5천만미만

5천만이상 
1억미만

1억이상

2 0 1 8 년 100.0 41.3 100.0 7.4 6.7 12.7 14.4 6.8 9.3 12.2 30.7 58.7
<지역별>
완 도 읍 권 100.0 42.2 100.0 6.6 9.3 10.4 13.6 9.7 13.5 9.9 26.9 57.8
동 부 권 100.0 37.2 100.0 6.5 5.6 16.7 17.4 9.3 7.8 14.4 22.4 62.8
서 부 권 100.0 45.8 100.0 9.1 5.1 10.7 11.9 0.9 6.4 12.1 43.8 54.2
<성  별>
남 자 100.0 50.0 100.0 5.4 6.7 13.7 14.1 6.2 10.3 12.6 30.9 50.0

여 자 100.0 19.3 100.0 20.2 6.6 6.0 16.2 10.7 2.3 9.0 29.1 80.7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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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가구부채의 주된 이유

가계부채의 주된 이유는 「사업/영농자금 등」 58.3%

• 가계부채의 주된 이유는 「사업/영농자금 등」 58.3%, 「주택 임차 및 구입」 
18.1%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 지역에서 「사업/영농 자금 등」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완도읍권(42.9%), 동부

권, 서부권(67.2%)로 나타나며 「주택 임차 및 구입」은 완도읍권(25.9%), 동부권(15.8%), 서부권

(12.4%)로 나타남.

  - 「사업/영농 자금 등」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30~39세(64.0%), 50~59세(60.8%), 

60세 이상(60.3%) 순으로 나타남.

  - 「주택 임차 및 구입」의 연령대에서는 50~59세(22.3%), 60세 이상(17.9%), 65세 이상(17.9%) 순

으로 나타남.

 

가구부채의 주된 이유

<표 3-6 > 가구부채의 주된 이유 (단위: %)

구    분 계
주택임차 
및 구입

교육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재테크(주식
,부동산 등)

사업/영농자
금 등

기타

2 0 1 8 년 100.0 18.1 3.4 3.3 12.9 1.1 58.3 2.9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25.9 4.9 5.2 17.3 1.5 42.9 2.2
동 부 권 100.0 15.8 2.5 2.8 10.7 0.0 65.2 3.0
서 부 권 100.0 12.4 2.7 1.8 10.6 2.0 67.2 3.5
< 성   별 >
남 자 100.0 15.6 3.6 3.1 12.3 1.3 61.5 2.7

여 자 100.0 34.6 1.7 4.6 16.8 0.0 38.0 4.3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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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생활용품 구입장소

생활용품 구입은 상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생활용품 구입은 상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음식료품은 「대형할인매장」에서의 구입
이 39.1%, 의류, 신발은 「전통시장」 29.2%, 전자제품은 「기타」 54.6%, 주방용품도 
「기타」에서 구입 비율이 53.0%로 나타남.

  - 음식료품 구입은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는데 모든 연령대에서 「대형할인매장「이용

이 가장 높으며, 50세 이하에서는 기업형수퍼가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60세 이상

에서는 동네수퍼나 전통시장이 높게 나타남.

  - 의류, 신발의 「인터넷」 구입은 15~29세(49.3%), 30∼39세(39.8%), 40∼49세(20.7%)로 연

령이 낮을수록 이용비율이 높으며 또한 학력이 높거나, 미혼, 사무직의 경우 이용비율이 높

게 나타났으며, 「전통시장」에서 구입은 65세 이상(55.0%), 60세 이상(50.2%), 50∼59세

(24.4%)로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시장 이용이 높게 나타남.

  - 전자제품은 54.6%가 「기타」를 응답하고, 「전문점」은 20.1%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방용품 역시 53.0%가 「기타」를 응답하고, 「전문점」 12.2%로, 「대형할인매장」은 10.0%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생활용품 구입장소

<표 3-7 > 생활용품 구입장소 (단위: %)

구    분 계
전통
시장

동네
슈퍼

기업형 
슈퍼

대형할
인매장

백화점 전문점 인터넷 홈쇼핑 편의점 아울렛 기타

음 식 료 품 100.0 18.1 16.9 18.7 39.1 0.5 0.2 0.9 0.1 0.8 0.0 4.8

의 류 ,  신 발 100.0 29.2 1.2 3.1 14.3 5.0 7.9 16.1 4.3 0.0 6.2 12.8

전 자 제 품 100.0 0.7 0.2 2.6 12.4 0.4 20.1 6.2 2.6 0.0 0.3 54.6

주 방 용 품 100.0 7.5 1.8 6.1 10.0 0.6 12.2 6.0 2.4 0.0 0.4 53.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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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직업선택 요인(주된응답)

직업선택은 「수입」 41.9%, 「안정성」 33.6%

• 직업선택은 「수입」 41.9%, 「안정성」 33.6%, 「적성, 흥미」 9.8%의 순으로 나
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권(38.5%), 서부권(51.8%)은 「수입」 비율이 높고, 완도읍권(42.6%)

은 「안정성」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49세(37.1%), 50~59세(39.9%)는 「수입」보다 「안정성「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15~29세(34.2%), 30~39세(45.5), 60세 이상(49.1%), 65세 이상(49.9%)에서는 

「수입」이 보다 높게 나타남.

  - 학력별, 혼인상태별, 성별 등에서 대부분 「수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에서

는 전문/관리, 사무에서 「안정성」이 높고,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노무에서 「수입」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남.

직업선택의 요인

<표 4-1> 직업선택의 요인(주된응답) (단위: %)

구    분 계 명예, 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 흥미
보람, 

자아성취
발전성, 
장래성

기타 잘 모름

2 0 1 8 년 100.0 3.8 33.6 41.9 9.8 3.4 4.0 0.0 3.5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4.6 42.6 38.7 7.4 4.3 1.6 0.0 0.7
동 부 권 100.0 3.1 30.9 38.5 12.6 3.6 5.3 0.0 5.9
서 부 권 100.0 3.7 25.8 51.8 8.3 1.9 5.2 0.0 3.3
< 성   별 >
남 자 100.0 4.8 32.4 43.6 9.3 3.0 4.3 0.0 2.6

여 자 100.0 2.8 34.7 40.2 10.2 3.9 3.8 0.0 4.4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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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장일과 가정생활 우선순위

「일과 가정 비슷하게」 46.5%, 「일에 약간우선」 19.4%

• 직장일과 가정생활의 우선순위는 「일과 가정 비슷하게」 46.5%, 「일에 약간우
선」 19.4%, 「가정에 약간 우선」 13.7%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서 남자, 여자 모두 「일과 가정 비슷하게」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혼인상태별에서 미혼에서 「일에 약간 우선(33.2%)」, 「일과 가정 비슷하게(25.1%)」, 「일에 매

우 우선(23.3%)」로 나타난 반면 기혼에서는 「일과 가정 비슷」의 비율이 52.9%로 나타나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29세에서 일에 우선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30

세 이상에서는 「일과 가정 비슷」의 비율이 높아짐.

직장일과 가정생활의 우선순위

<표 4-2> 직장일과 가정생활의 우선순위 (단위: %)

구    분 계
일에 매우 

우선
일에 약간 

우선
일과 가정 

비슷
가정에 약간 

우선
가정에 매우 

우선
모름

2 0 1 8 년 100.0 12.9 19.4 46.5 13.7 4.9 2.6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17.8 21.9 44.8 10.5 4.3 0.8
동 부 권 100.0 6.9 15.2 50.7 19.6 4.6 3.0
서 부 권 100.0 16.1 23.1 41.5 8.2 6.3 4.7
< 성   별 >
남 자 100.0 15.2 23.7 44.2 8.4 5.2 3.3

여 자 100.0 9.3 12.9 49.9 21.8 4.5 1.6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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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장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근로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임

•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여건 중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은 직장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 등)방지노력(54.9%), 인간관계(48.4%), 하는일(43.0%), 근
로시간(40.8%), 근무환경(40.1%), 직장내 교육훈련 기회(34.1%) 순으로 나타
남.

  - 직장의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응답은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50.6%), 일과 가정  양립 직장문화(48.6%), 하는일(46.0%), 임금(44.6%), 장래성(43.7%), 

인사관리(43.5%), 근로시간(42.5%)으로 나타남.

  -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은 임금(22.0%), 복리후생(16.8%), 근무환경(16.7%), 장

래성(15.5%), 근로시간(15.3%), 하는일(10.7%), 인사관리(10.2%) 순으로 나타남.

직장의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표 4-3> 직장의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

하는 일(업무내용, 업무량, 업무성격 등) 100.0 14.1 28.9 46.0 8.3 2.4 0.4
인사관리(승진, 배치, 이동) 100.0 10.4 14.3 43.5 7.0 3.2 21.5
임금(업무에 비해) 100.0 9.0 23.0 44.6 16.6 5.4 1.3
복리후생 100.0 7.9 20.1 39.5 11.7 5.1 15.8
장래성 100.0 9.7 18.0 43.7 10.2 5.3 13.1
근무환경(안전, 위생상태 등) 100.0 12.3 27.8 40.9 13.2 3.5 2.3
인간관계(상하, 동료간) 100.0 15.3 33.1 39.6 6.2 1.0 4.9
근로시간 100.0 15.4 25.4 42.5 10.7 4.6 1.4
일과 가정 양립 직장문화 100.0 9.1 22.8 48.6 7.4 2.8 9.4
직장내 폭력(언어폭력, 성희롱 등) 방지노력 100.0 29.3 25.6 31.4 4.2 1.3 8.2
직장내 교육훈련 기회 100.0 13.6 20.5 39.7 6.3 2.6 17.3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100.0 12.6 27.4 50.6 5.6 2.1 1.8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주 : 직업이 있는 사람만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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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5-1 학교생활 만족도

5-2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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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학교생활 만족도

전반적인 학교 생활의 만족도는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45.5%

•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은 교우관계(67.1%), 교사(교수)와
의관계(53.4%), 전반적인 학교생활(45.5%), 학교시설 및 설비(36.8%), 학교 
주변환경(36.8%) 순으로 나타남.

  -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은 교육방법(28.7%), 학교시설 및 설비(27.9%), 학교 주

변환경(21.3%), 교육내용(교육수준)(15.3%) 순으로 나타남.

학교생활 만족도

<표 5-1>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구    분 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교육내용(교육수준) 100.0 5.8 20.7 58.1 15.3 0.0

교육방법(수업 및 평가방법) 100.0 5.8 23.7 41.7 28.7 0.0

교우관계 100.0 29.8 37.3 29.9 3.0 0.0

교사(교수)와의 관계 100.0 17.4 36.0 43.5 3.0 0.0

학교시설 및 설비 100.0 12.4 24.4 35.3 27.9 0.0

학교 주변환경 100.0 14.8 22.0 41.8 21.3 0.0

전반적인 학교생활 100.0 16.4 29.1 48.6 5.8 0.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주 : 중학생 이상 재학생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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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학교시설 개선이 가장 중요

•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은 「학교시설 개선」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교육인프라 확충(20.1%)」, 「교육프로그램 확대(18.3%)」, 「자유학기제 확대
(11%)」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완도읍권은 「교육인프라 확충」이 23.9%로 가장 높았으며, 동부권과 서부권은 「학교

시설 개선」이 각각 39.4%와 28.2%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5~29세(26.9%), 50~59세(31.7%), 60세 이상(35.9%), 65세 이상(36.7%)는 

「학교시설 개선」 비율이 높고 30~39세(31.3%)는 교육인프라 확충 비율이 높고, 40~49세

(25.7%)는 「프로그램 확대」 비율이 높게 나타남.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표 5-2>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단위: %)

구    분 계
추가적 

학교설립
학교시설 

개선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지역내 
다양한 

사설학원 
설립

교육인프라 
확충(도서

관 건립 등)

교육프로그램 
확대(방과후 
프로그램 

등)

자유학기
제(체험학

습 등) 
확대

기타

2 0 1 8 년 100.0 6.9 30.6 4.9 6.9 20.1 18.3 11.0 1.3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9.2 22.0 3.3 6.3 23.9 13.8 19.1 2.3
동 부 권 100.0 7.4 39.4 5.0 2.4 12.6 23.6 9.2 0.4
서 부 권 100.0 2.9 28.2 6.8 14.9 26.9 15.9 2.8 1.6
< 성   별 >
남 자 100.0 7.1 30.0 3.9 7.3 20.0 17.8 12.0 1.9

여 자 100.0 6.7 31.2 5.9 6.5 20.2 18.9 9.9 0.8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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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남 도내 의료기관 이용여부 및 이용횟수

도내 의료기관 이용자는 75.0%
월평균 이용횟수는 1회(51.6%)가 많음

• 전남 도내 의료기관 이용 여부는 응답자의 75.0%가 이용, 월평균 이용횟수 
「1회(51.6%)」 이용자가 많았고, 「2회-4회(34.4%)」 「5회 이상(14.0%)」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이용한적 없다」의 응답도 25.0%로 나타남.

  - 전남 도내 의료기관의 이용은 여성이 80.0%, 남성이 69.9%로 여성이 남성 보다 더 이용함.

  -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횟수의 비율이 높아짐, 65세 이상은 응답자의 92.6%가 이용함.

  - 「월1회」 이용횟수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직 응답자가 83.6%로 높게 나타남.

의료기관 이용여부 월평균 이용횟수

<표 6-1> 전남 도내 의료기관 이용여부 및 이용횟수 (단위: %)

구    분 계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한 적 

있다

월 평균 이용 횟수

소계 1회 2회 - 4회 5회이상

2 0 1 8 년 100.0 75.0 100.0 51.6 34.4 14.0 25.0
< 지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70.6 100.0 63.6 25.0 11.4 29.4
동 부 권 100.0 74.5 100.0 41.1 45.1 13.8 25.5
서 부 권 100.0 81.5 100.0 53.2 29.5 17.3 18.5
<성  별>
남 자 100.0 69.9 100.0 56.8 33.6 9.7 30.1

여 자 100.0 80.0 100.0 47.3 35.1 17.7 20.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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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남 도내 이용 의료기관

지역에서 의료기관은 주로 「병(의)원」 이용

• 전남 도내 이용 의료기관은 「병(의)원」 59.4%, 「종합병원」 28.9%, 「치과 병
원」 3.4%, 「한의원」 3.2%의 순으로 나타남.

  - 「병(의)원」이용은 남성(59.3%)과 여성(59.5%)의 이용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50~59

세(75.9%), 30~39세(68.0%)의 연령대가 이용률이 높음.

  - 「병(의)원」의 이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권(71.2%), 서부권(60.9%), 완도읍권(43.3%) 

순으로 나타남.

전남 도내 이용 의료기관

<표 6-2> 전남 도내 이용 의료기관 (단위: %)

구    분 계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의원(한방

병원)
보건소 약국 기타

2 0 1 8 년 100.0 28.9 59.4 3.4 3.2 4.0 0.8 0.4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44.3 43.3 5.2 1.5 4.3 0.3 1.2
동 부 권 100.0 22.6 71.2 2.6 1.2 1.9 0.6 0.0
서 부 권 100.0 20.1 60.9 2.5 8.2 6.7 1.6 0.0
< 성   별 >
남 자 100.0 28.2 59.3 3.9 2.8 4.7 0.8 0.3

여 자 100.0 29.4 59.5 3.0 3.6 3.3 0.7 0.4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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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은 49.4%

•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 50.7%, 「보통」 38.1%, 「불
만족(약간불만족+매우 불만족)」 11.2%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동부권(58.1%)과 완도읍권(53.3%)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부권(36.6%)이 낮게 나타

남.

  - 남성(48.1%)과 여성(52.9%)보다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은 65세 이상(60.9%), 60세 이상

(56.6%)에서 높으며 15세~29세에서 49.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의료서비스 만족도

<표 6-3>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구    분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 0 1 8 년 100.0 23.5 27.2 38.1 9.7 1.5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22.0 31.3 36.2 8.6 2.0

동 부 권 100.0 29.9 28.2 39.5 2.2 0.2

서 부 권 100.0 15.8 20.8 38.4 21.9 3.0

< 성   별 >
남 자 100.0 18.1 30.0 39.5 10.1 2.3

여 자 100.0 28.1 24.8 36.9 9.3 0.9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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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주된응답)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치료 결과 「미흡(25.4%)」이 가장 불만족

•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불만족은 「치료결과 미흡」 25.4%, 「의료기관까지 장거
리」 22.1%, 「불친절」 12.6%, 「의료시설  낙후되거나 미비」 10.7%, 「대기 시
간이 길다」 7.7%, 「진료가 불성실」 7.6%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서부권은 「대기 시간이 길다」가 34.1%로 높게 나타났으며, 완도읍과 동부권은 치

료결과 미흡이 각각 32.0%와 27.7%로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15~29세(46.9%), 30~39세(39.8%), 40~49세(43.8%), 50~59세(22.1%)은 「치

료결과 미흡」이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39.8%), 65세 이상(40.1%)은 「의료기관까지 장

거리」가 높게 나타남.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표 6-4>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주된응답) (단위: %)

구    분 계 불친절
의료비(
약값)가 
비싸다

치료결
과 미흡

진료가 
불성실

대기 
시간이 
길다

의료
시설 

낙후되
거나 
미비

과잉 
진료

(검사)

전문의
료인력 
부족

의료기
관까지 
장거리

기타

2 0 1 8 년 100.0 12.6 4.9 25.4 7.6 7.7 10.7 2.7 6.4 22.1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26.8 3.0 32.0 9.9 10.0 12.7 2.6 3.0 0.0

동 부 권 100.0 14.2 8.6 27.7 0.0 10.9 9.4 14.7 0.0 14.5

서 부 권 100.0 5.4 5.3 21.8 7.6 6.0 9.8 1.0 9.0 34.1

< 성   별 >
남 자 100.0 8.0 3.9 35.0 4.6 9.7 13.2 2.5 6.9 16.5

여 자 100.0 17.4 6.0 15.4 10.8 5.6 8.0 2.8 5.9 28.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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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직장생활, 학교생활에서 많이 느낌

•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매우 많이 느낌+느낀 편」 31.1%, 「느끼지 않는 
편+전혀 느끼지 않음」 68.9%로 나타남.

 -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연령대는 40∼49세임.

•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해당 있음」이 23.9%로 응답하였고, 「매우 많이 
느낌+느낀 편」 60.7%, 「느끼지 않는 편+전혀 느끼지 않음」 39.3%로 나타남.

 -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남성(63.4%) 보다 여성이(56.8%)이 낮게 나타남.

•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해당 있음」이 5.9%로 응답하였고, 「매우 많이 느
낌+느낀 편」 55.7%, 「느끼지 않는 편+전혀 느끼지 않음」 44.2%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부권(80.2%), 동부권(72.3%)이 완도읍권(37.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매우 많이 느낌+느낀 편」 39.0%, 「느끼지 않는 
편+전혀 느끼지 않음」 60.9%로 나타남.

 - 스트레스는 완도읍권과 서부권이 동부권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표 6-5>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단위: %)

구    분 계 매우 많이 느낌 느낀 편 느끼지 않는 편 전혀 느끼지 않음

가 정 생 활 100.0 2.5 28.6 50.9 18.0

직 장 생 활 100.0 10.0 50.7 34.0 5.3

학 교 생 활 100.0 9.2 46.5 44.2 0.0

일 상 생 활 100.0 2.4 36.6 47.9 13.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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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와 교통 

7-1 현 주거지 거주기간

7-2 현 거주지 거주의 주된 이유

7-3 현 거주지의 주거환경 만족도

7-4 현재 주거형태 및 희망하는 주거형태

7-5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의 방의 개수 및 희망하는 방의 개수

7-6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의 주택 규모 및 희망하는 주택 규모

7-7 대중교통 이용수단 및 만족도

7-8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7-9 귀농어, 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

7-10 귀농어, 귀촌에 가장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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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현 주거지 거주기간

현 거주지 거주기간은 「30년 이상」 거주민이 53.9%

• 현 거주지 거주기간은 「30년 이상」 거주자가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년 미만」 14.8%, 「10년-19년」 11.6%로 나타남.

  - 「5년 미만」 응답은 15∼29세(71.6%), 30∼39세(48.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30년 이상」

은 60세 이상(77.6%), 65세 이상(81.1%)에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5년 미만」 응답은 완도읍권(2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30년 이상」 응답

은 동부권(68.6%), 서부권(57.7%)로 높게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 「30년 이상」은 미혼(11.0%)이 낮았지만, 배우자 있음(51.3%), 사별/이혼

(71.9%)은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 농림어업(63.7%), 기능/노무직(44.1%)에서는 「30년 이상」이 높은 비율인 반면, 전

문/관리(46.6%), 사무(39.5%), 서비스/판매직(20.4%)은 「5년 미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현 주거지 거주기간

<표 7-1> 현 주거지 거주기간 (단위: %)

구    분 계 5년미만 5년 - 9년 10년 - 19년 20년 - 29년 30년이상

2 0 1 8 년 100.0 14.8 10.8 11.6 8.8 53.9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22.2 13.5 17.4 13.8 33.1
동 부 권 100.0 7.1 10.8 7.7 5.8 68.6
서 부 권 100.0 16.9 7.9 10.3 7.2 57.7
< 성   별 >
남 자 100.0 14.2 11.5 13.5 9.8 51.1

여 자 100.0 16.5 9.2 7.0 6.4 61.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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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현 거주지 거주 주된 이유

현 거주지에 거주하는 이유는 「예전부터 살아서」 45.6%

• 현 거주지의 거주 이유는 「예전부터 살아서」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직장 및 일자리」 26.6%, 「주택문제」 10.4%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완도읍권(31.3%)은 「직장 및 일자리」가 높은 반면 서부권과 동부권은 「예전부터 살

아서」가 54.8%로 동률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 30∼39세, 40∼49세는 현 거주지 거주의 주된 이유는 「직장 및 일자리」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50∼59세는 「직장 및 일자리」와 「예전부터 살아서」가 비슷

한 비율이며, 60세 이상, 65세 이상은」예전부터 살아서」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에서 「예전부터 살아서」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100~400만원에서 「예전부터 살아서」와 「직장 및 일자리」에서 비슷한 비율로 응답했으며,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직장 및 일자리」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현 거주지 거주의 주된 이유

<표 7-2> 현 거주지 거주의 주된 이유 (단위: %)

구    분 계
주택문제(
가격 등)

교육환경(
자녀 및 
본인)

직장 및 
일자리

공기, 녹지 
등 

자연환경

문화, 생활 
편의시설

가족과 
가까이 
살고자

예전부터 
살아서

기타

2 0 1 8 년 100.0 10.4 2.1 26.6 5.8 1.4 6.4 45.6 1.6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21.3 2.4 31.3 6.4 2.3 7.9 26.9 1.5
동 부 권 100.0 4.8 1.4 24.3 6.3 0.5 5.9 54.8 2.0
서 부 권 100.0 5.6 2.8 24.5 4.4 1.5 5.2 54.8 1.3
< 성   별 >
남 자 100.0 9.9 2.3 29.4 6.0 1.4 5.5 45.0 0.4

여 자 100.0 11.8 1.6 19.5 5.1 1.2 8.7 47.3 4.8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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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현 거주지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은 「자연환경과 쾌적함」에 만족도 높음

• 현 거주지의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보통」인 의견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약간 
만족」인 의견으로 나타남.

 
  -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인 의견이 자연환경과 쾌적함(57.2%), 

시장, 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30.0%), 치안, 방범(33.0%), 공원, 체육시설 등 문화여가생활

(24.4%), 시군청 등 공공기관 이용(21%)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자연환경과 쾨적함은 완도읍권(33.6%), 동부권(24.1%), 서부권(20.9%)로 높게 나

타났으며 공원, 체육시설 등 문화여가생활은 완도읍권(13.3%)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

남.

현 거주지 주거환경 만족도

<표 7-3> 현 거주지의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구    분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

시장, 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 100.0 7.3 22.7 47.1 14.0 5.3 3.6
공원, 체육시설 등 문화여가생활 100.0 6.7 17.7 39.7 18.4 10.0 7.5
교통 편리성 100.0 4.5 13.4 45.3 23.1 10.0 3.6
자연환경과 쾌적함 100.0 26.5 30.7 32.0 5.9 1.6 3.3
치안, 방범 100.0 13.4 19.6 51.0 9.4 2.3 4.3
학군 등 교육환경 100.0 3.5 6.8 46.0 23.1 10.3 10.4
병원, 의료시설 이용 100.0 4.0 10.6 45.2 21.7 15.0 3.5
시군청 등 공공기관 이용 100.0 4.7 16.3 56.1 10.8 6.2 5.9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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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현재 주거형태 및 희망하는 주거형태

현재 주거형태, 향후 거주하고 싶은 주거형태 모두 「단독주택」

• 현재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84.9%, 「아파트」 8.8%, 「연립주택」 3.8%, 순으
로 나타남.

  - 지역별로 현재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완도읍권은 단독주택(58.9%), 아파트(25.8%)로 나타났

으며 동부권과 서부권에서는 단독주택이 각각 98.9%와 95.9%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단독주택 거주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아파트 거

주가 높게 나타남.

• 향후 거주하고 싶은(희망하는) 주거의 형태는 「단독주택」 74.3%, 「아파트」 
24.5%, 「연립주택」 0.7%, 「다세대 주택」 0.4%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향후 거주하고 싶은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완도읍권(58.6%), 서부권(84.3%), 동부

권(79.3%)로 모든 지역에서 「단독주택」이 높게 나오고 있으며 완도읍권에서는 아파트 비율

이 비교적 높은 수치(39.5%)로 나타남.

  - 희망하는 주거형태에서 「단독주택」으로 여성의 선호 비율이 남성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

타남.

현재 주거형태 희망하는 주거형태

<표 7-4> 현재 주거형태 (단위: %)

구    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타

2 0 1 8 년 100.0 84.9 8.8 3.8 0.8 1.7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59.9 25.8 8.9 0.3 5.1
동 부 권 100.0 98.9 0.0 0.0 1.1 0.0
서 부 권 100.0 95.9 0.0 3.1 1.0 0.0

<표 7-5> 희망하는 주거형태 (단위: %)

구    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타

2 0 1 8 년 100.0 74.3 24.5 0.7 0.4 0.1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58.6 39.5 0.9 0.6 0.4
동 부 권 100.0 84.3 15.7 0.0 0.0 0.0
서 부 권 100.0 79.3 18.4 1.6 0.7 0.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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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 방 개수 및 희망하는 방의 개수
희망하는 방 개수는 「3개」가 적절

•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의 방 개수는 「3개」 44.2%, 「2개」 38.1%, 「1개」 
11.4%, 「4개」 5.2% 순으로 나타남.

  -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의 방 개수 「3개」는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며, 30~3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60세 이상과 65세 이상은 방 개수 2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희망하는 방 개수는  「3개」 55.8%, 「2개」 26.2%, 「4개」 10.1%, 「1개」 5.4% 
순으로 나타남.

  - 향후 거주하고 싶은(희망하는) 주거지의 방 개수 「3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현재 주거지 방 개수 희망하는 방 개수

<표 7-6> 현재 주거지의 방 개수 (단위: %)

구    분 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2 0 1 8 년 100.0 11.4 38.1 44.2 5.2 0.8 0.4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10.8 30.0 49.8 8.0 0.7 0.7
동 부 권 100.0 6.9 47.2 42.5 2.6 0.8 0.0
서 부 권 100.0 19.4 34.2 39.3 5.7 0.9 0.5

<표 7-7> 희망하는 주거지의 방 개수 (단위: %)

구    분 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2 0 1 8 년 100.0 5.4 26.2 55.8 10.1 2.1 0.4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3.3 26.7 55.1 11.8 1.9 1.3
동 부 권 100.0 3.2 27.6 59.8 8.9 0.6 0.0
서 부 권 100.0 11.7 23.3 50.6 9.8 4.6 0.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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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 주택 규모 및 희망하는 주택 규모
현재 주거지 주택규모는 61㎡~85㎡

향후 거주하고 싶은 주택규모는 86㎡~100㎡

• 현재 주거지의 주택규모는 「61㎡~85㎡」 36.3%, 「86㎡~100㎡」 24.8%, 「41
㎡~60㎡」 14.3%, 「101㎡~130」 11%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주거지 「61㎡~85㎡」는 60세 이상과 65세 이상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향후 거주하고 싶은(희망하는) 주거지의 주택규모는 「86㎡~100㎡」 35.9%, 
「61㎡~85㎡」 30%, 「101㎡~130㎡」 13.7%, 「131㎡ 이상」 12.6%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거주하고 싶은 주거지 「86㎡~100㎡」는 15~29세세의 연령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남.

현재 주거지 주택규모 희망하는 주택규모

<표 7-8>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의 주택 규모 (단위: %)

구    분 계 20㎡이하 21㎡~40㎡ 41㎡~60㎡ 61㎡~85㎡
86㎡

~100㎡
101㎡

~130㎡
131㎡이상

2 0 1 8 년 100.0 0.4 5.5 14.3 36.3 24.8 11.0 7.7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0.4 6.4 11.3 35.0 13.2 19.3 14.3
동 부 권 100.0 0.4 2.7 14.9 39.7 32.7 7.3 2.4
서 부 권 100.0 0.5 8.8 17.4 32.7 27.6 5.8 7.2

<표 7-9> 희망하는 주거지의 주택 규모 (단위: %)

구    분 계 20㎡이하 21㎡~40㎡ 41㎡~60㎡ 61㎡~85㎡
86㎡

~100㎡
101㎡

~130㎡
131㎡이상

2 0 1 8 년 100.0 1.4 6.3 30.0 35.9 13.7 12.6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1.2 6.0 32.4 24.6 15.9 19.9
동 부 권 100.0 1.1 4.8 29.8 45.6 11.7 7.0
서 부 권 100.0 2.3 9.2 27.2 35.4 14.1 11.8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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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대중교통 이용수단 및 만족도
시내버스/마을버스, 택시 이용이 많고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보통」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택시가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시외/고속버스(62.6%), 시내버스/마을버스(61.7%), 선박(50.5%), 철도
(9%), 항공(6.4%) 순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으로 응답하였고,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은 택시(31.4%), 선박(31.1%), 시외/고속버스(29.4%), 시내버스/마을버
스(24%), 항공(15.2%),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이 시내버스/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남성이 철도, 선박, 

항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철도는 15~29세와 50~59세에서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 비

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선박은 15~29세에서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나고, 항공은 낮은 연령대에서 불만족이 높은 경향을 보임.

  - 대중교통의 불만족은 철도(29.5%), 항공(25.8%), 시내/마을버스(23.3%) 순으로 나타남.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만족도

<표 7-10> 대중교통 이용수단 및 만족도 (단위: %)

구    분 계
이용하지 

않음이용함 소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시 내 버 스 / 마 을 버 스 100.0 61.7 100.0 8.6 15.4 52.7 17.1 6.2 38.3
시 외 / 고 속 버 스 100.0 62.6 100.0 10.3 19.1 54.2 13.0 3.4 37.4
택 시 100.0 68.3 100.0 11.9 19.5 54.7 11.1 2.8 31.7
철 도 100.0 9.0 100.0 3.4 7.9 59.3 14.9 14.6 91.0
선 박 100.0 50.5 100.0 10.2 20.9 56.5 9.5 2.8 49.5
항 공 100.0 6.4 100.0 4.1 11.1 58.9 5.1 20.7 93.6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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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전반적인 대중교통의 만족도는 「보통」

• 전반적인 대중교통의 만족도는 「보통」 57.7%, 「약간 만족」 18.3%, 「약간 불
만족」 9.9%, 「매우 불만족」 3%, 「매우만족」 11.1%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이 완도읍권(38%), 동부권(21.7%), 서부권(30.7%)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기능/노무에서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이 46%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에

서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이 26.3%로 높게 나타남.

  - 전반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연령별 만족도는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불만족(약간 불만족+매

우 불만족)은 30~39세의 연령대가 높게 나타남.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표 7-11>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단위: %)

구    분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 0 1 8 년 100.0 11.1 18.3 57.7 9.9 3.0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19.3 18.7 51.8 5.8 4.5
동 부 권 100.0 4.9 16.8 64.1 12.6 1.6
서 부 권 100.0 10.6 20.1 55.5 10.7 3.2
< 성   별 >
남 자 100.0 10.9 17.7 56.6 11.2 3.6

여 자 100.0 11.3 19.0 58.8 8.6 2.4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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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귀농, 귀어, 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

귀농, 귀어, 귀촌의 이유는 「전원생활」을 위해

• 귀농, 귀어, 귀촌을 하는 이유는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39.4%, 「전원
생활」 21.9%, 「은퇴 후 여가  및 휴양」 17.8%, 「가업 승계」 11.6%, 「건강 치
유」 6.5%, 「정부 정책  이용」 1.9%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귀농, 귀어, 귀촌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원생활」에 응답한 여성이 남성 보다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 볼 때 「전원생활」 응답이 사무직이 41.7%로 가장 높으며,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

제활동」은 농림어업 응답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귀농어, 귀촌을 하는 이유

<표 7-12> 귀농어, 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구    분 계 전원생활 건강 치유
은퇴 후 
여가 및 

휴양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가업 승계

정부 정책 
이용

기타

2 0 1 8 년 100.0 21.9 6.5 17.8 39.4 11.6 1.9 1.0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33.8 6.2 21.0 31.5 4.6 2.6 0.3
동 부 권 100.0 13.7 5.7 20.0 44.5 13.1 1.3 1.6
서 부 권 100.0 19.1 8.4 9.9 41.7 18.3 1.8 0.7
< 성   별 >
남 자 100.0 20.5 3.8 16.4 42.4 13.7 2.1 1.1

여 자 100.0 23.2 9.2 19.2 36.4 9.5 1.6 0.9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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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귀농, 귀어, 귀촌에 가장 필요한 지원

귀농, 귀어, 귀촌을 위한 「정착자금 융자 지원」 필요

• 귀농, 귀어, 귀촌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정착자금 및 융자지원」 31.6%, 「농
지, 어장 등 기반마련 정보제공」 18.0%,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16.9%, 「관
련 체험프로 제공」 16.9%, 「관련 교육 및 연수」 12.0%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완도읍권에서는 「정착자금 융자지원과 함께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동부권에서는 「농지, 어장 등 기반마련 정보제공」보다 「관련 체험프로그램 제

공」이 높게 나타남.

  - 「정착자금 및 융자지원」은 50~59세(33.2%)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은 사별/이혼에서 20.5%로 높게 나타남.

귀농, 귀어, 귀촌에 필요한 지원

<표 7-13> 귀농, 귀어, 귀촌에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구    분 계
관련 

박람회의  
정기적 개최

관련 체험 
프로그램 

제공

정보 제공 
및 상담활동

관련 교육 
및 연수

정착자금 
융자 지원

농지, 어장 
등 기반마련 

정보제공
기타

2 0 1 8 년 100.0 3.6 16.9 16.9 12.0 31.6 18.0 1.0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4.5 11.1 20.3 10.5 34.2 19.4 0.0
동 부 권 100.0 3.1 22.8 15.2 11.4 28.5 17.8 1.2
서 부 권 100.0 3.2 15.1 15.1 15.1 33.0 16.5 2.0
< 성   별 >
남 자 100.0 3.2 16.0 15.2 12.0 33.5 18.6 1.6

여 자 100.0 4.1 17.7 18.6 12.1 29.7 17.4 0.4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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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년 전과 비교한 환경체감도

환경 체감도는 「보통」

• 완도군민의 2년 전과 비교한 환경체감도는 「보통」 50.6%으로 나타났으며, 전
반적인 만족도는 녹지환경(공원, 가로수 등)이 4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기(미세먼지, 황사 등), 생활소음, 수질(상수도 및 하천생태), 쓰레기 처리 순
으로 나타남. 

  - 녹지환경(공원, 가로수 등)은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44.4%,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 6.3%로 나타남.

  - 생활소음은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35.2%,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 12.6%

로 나타남.

  - 쓰레기 처리는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33.8%,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 

12.4%로 나타남.

  - 수질(상수도 및 화천생태)은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35.2%,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 10.5%로 나타남.

  - 대기(미세먼지, 황사 등)는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37.2%,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 19.3%로 나타남.

2년전 비교 환경체감도

<표 8-1> 2년 전과 비교한 환경체감 (단위: %)

구    분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대기(미세먼지, 황사 등) 100.0 16.8 20.4 43.5 16.9 2.4

수질(상수도 및 하천생태) 100.0 16.2 19.0 54.3 7.4 3.1

쓰 레 기  처 리 100.0 12.7 21.1 53.8 10.7 1.7

생 활 소 음 100.0 16.9 18.3 52.3 11.5 1.1

녹지환경(공원, 가로수 등) 100.0 18.5 25.9 49.2 5.7 0.6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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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정도

환경보전을 위해 분리수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노력

• 완도군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분리수거」와 「1회용품 사용 안하
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분리수거는 68.8%(매우 노력함+약간 노력함)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합성세제 사용 안하기는 22.1%(매우 노력함+약간 노
력함)로 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합성세제 사용 안하기는 「노력함(매우 노력함+약간 노력함)」 22.1%, 「노력안함(별로 노력안
함+전혀 노력안함)」 28.6%로 나타남.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노력함(매우 노력함+약간 노력함)」 49.8%, 「노력안함(별로 노력안함
+전혀 노력안함)」 14.1%로 나타남.

  - 재활용품 사용하기는 「노력함(매우 노력함+약간 노력함)」 32.4%, 「노력안함(별로 노력안함+
전혀 노력안함)」 26.6%로 나타남.

  -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는 「노력함(매우 노력함+약간 노력함)」 30.0%, 「노력안함(별로 노력안
함+전혀 노력안함)」 28.9%로 나타남.

  - 1회용품 사용안하기는 「노력함(매우 노력함+약간 노력함)」 50.4%, 「노력안함(별로 노력안함+
전혀 노력안함)」 14.6%로 나타남.

  - 분리수거는 「노력함(매우 노력함+약간 노력함)」 68.8%, 「노력안함(별로 노력안함+전혀 노력
안함)」 7.5%로 나타남.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표 8-2>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 정도 (단위: %)

구    분 계 매우 노력함 약간 노력함 보통 별로 노력안함 전혀 노력안함

분 리 수 거 100.0 29.5 39.3 23.7 6.2 1.3

1회용품 사용 안하기 100.0 15.9 34.5 35.0 12.4 2.2

친환경제품 사용하기 100.0 10.4 19.6 41.1 22.8 6.1

재 활 용 품  사 용 하 기 100.0 10.4 22.0 41.1 21.6 5.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00.0 19.5 30.3 36.1 12.2 1.9

합성세제 사용 안하기 100.0 7.0 15.1 49.4 23.1 5.5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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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정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은 취약가정, 장애인, 결혼이민자, 새로운 이웃, 외국인 
노동자 순

• 완도군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은 「포용(매우 수용+약간 수용)」은 장애
인(53.1%), 결혼이민자(44.1%), 새로운 이웃(40.4%), 외국인 노동자(40.0%), 
전과자(6.9%) 순으로 나타남.

  - 새로운 이웃에 대한 포용은 「보통」 49.7%, 「거부(약간 배타+ 매우 배타)」 3.8%, 「포용(매우 
수용+약간 수용)」 40.4% 순으로 나타남.

  - 전과자에 대한 포용 정도는 「거부(약간 배타+ 매우 배타)」 57.4%, 「보통」 19.0%, 「포용(매우 
수용+약간 수용)」 6.9% 순으로 나타남.

  - 결혼 이민자에 대한 포용 정도는 「보통」 39.0%, 「포용(매우 수용+약간 수용)」 44.1%, 「거부
(약간 배타+ 매우 배타)」 6.0%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포용 정도는 「보통」 40.8%, 「포용(매우 수용+약간 수용)」 40.0%, 「거
부(약간 배타+ 매우 배타)」 9.4% 순으로 나타남.

  - 취약가정에 대한 포용 정도는 「포용(매우 수용+약간 수용)」 55.2%, 「보통」 35.8%, 「거부(약
간 배타+ 매우 배타)」 3.6%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한 포용 정도는 「포용(매우 수용+약간 수용)」 53.1%, 「보통」 37.0%, 「거부(약간 
배타+ 매우 배타)」 4.7% 순으로 나타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도

<표 9-1>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정도 (단위: %)

구    분 계 보통
해당없음, 

모름포용
매우 
수용

약간 
수용

거부
약간 
배타

매우 
배타

장 애 인 100.0 53.1 15.5 37.6 37.0 4.7 4.3 0.4 5.2

취약가정 자녀(조손가정/한부모가정 등) 100.0 55.2 16.3 38.9 35.8 3.6 3.3 0.3 5.3

외 국 인  노 동 자 100.0 40.0 10.8 29.3 40.8 9.4 7.5 1.9 9.8

결 혼  이 민 자 100.0 44.1 13.8 30.2 39.0 6.0 3.9 2.1 10.9

전 과 자 100.0 6.9 1.4 5.5 19.0 57.4 25.8 31.6 16.7

새 로 운  이 웃 100.0 40.4 14.0 26.4 49.7 3.8 3.0 0.7 6.1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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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보육시설 선택시 고려사항(주된응답)

「교육내용」이 우선

• 완도군민의 보육시설 선택시 고려사항에 대한 응답은 「교육내용」 61.7%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환경과 안전시설」 17.7%, 「집과의 거리」 8.5%, 「보
육시설 지출비용」 5.5% 순으로 나타남.

  - 미취학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

  - 보육시설 선택시 고려사항으로는 「교육내용」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환경과 안

전시설」 17.7%, 「집과의 거리」 8.5%, 「보육시설 지출비용」 5.5% 순으로 나타남.

  - 「교육내용」은 완도읍(64.5%), 서부권(60.0%), 동부권(59.4%)로 응답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

남

  - 남성은 「교육내용」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교육내용」과 「주변환경과 안전시설」이라

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교육내용」이 모든 연령대에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60세 

이상은 100% 응답율을 보임.

미취학자녀 여부 보육시설 선택시 고려사항

<표 9-2> 보육시설 선택시 고려사항(주된응답) (단위: %)

구    분 계
미취학
자녀 
없음

미취학
자녀 
있음

소계 교육내용
주변

환경과 
안전시설

운영시간
보육시설 
지출비용

집과의 
거리

국,공립 
여부

기타

2 0 1 8 년 100.0 9.0 100.0 61.7 17.7 2.9 5.5 8.5 0.9 2.7 91.0
< 지역 별>
완 도 읍 권 100.0 11.1 100.0 64.5 21.8 2.8 2.8 5.1 0.0 3.0 88.9
동 부 권 100.0 7.4 100.0 59.4 9.5 3.2 4.1 16.8 2.6 4.5 92.6
서 부 권 100.0 8.9 100.0 60.0 22.0 2.7 12.1 3.2 0.0 0.0 91.1
<성  별>
남 자 100.0 10.1 100.0 65.9 13.1 2.1 4.8 8.9 1.6 3.6 89.9

여 자 100.0 8.0 100.0 56.6 23.4 3.9 6.4 8.0 0.0 1.7 92.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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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보육비 지원 확대」

•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는 「보육비 지원 확대」 42.1%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17.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7.1%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보육비 지원 확대」 응답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완도읍은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 동부권은 「국공립보육시
설 확충」으로 나타남.

• 성별, 연령별, 학력별 모두 「보육비 지원 확대」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
문제로 응답함.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표 9-3>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단위: %)

구    분 계
보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육아
휴직제도 
등의 정착

기타

2 0 1 8 년 100.0 42.1 17.1 6.5 17.4 12.5 4.1 0.2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39.7 12.0 7.5 21.2 15.2 4.4 0.0
동 부 권 100.0 49.8 21.1 4.4 13.7 8.2 2.7 0.2
서 부 권 100.0 33.1 17.5 8.6 18.1 15.9 6.2 0.6
< 성   별 >
남 자 100.0 41.0 18.5 5.9 17.1 12.6 4.5 0.5

여 자 100.0 43.3 15.7 7.1 17.7 12.4 3.8 0.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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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

「공동작업형」 일자리를 늘려야

•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으로는 「공동작업형」 28.2%, 「공공시설봉사」 22.1%, 
「노인돌보는 사업」 18.1%, 「취약계층지원」 12.3%, 「인력파견형」 7.3%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세, 30세~39세, 「공공시설봉사」, 40세~49세, 50
세~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은 「공동작업형」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관리는 「공공시설봉사」, 사무는 「취약계층지원, 서비
스/판매, 농림어업, 기능/노무는 「공동작업형」의 사업 유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
남.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표 9-4>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 (단위: %)

구    분 계

노인 
돌보는  
사업
(노노 
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보육
시설 등)

경륜 
전수활동(
건강체조 

등)

공동작업
형

제조 
판매형

(식품 및 
공산품 

제조판매)

서비스제
공형

(청소년 
교육 등)

인력파견
형

(지역일손 
도우미 

등)

기타

2 0 1 8 년 100.0 18.1 12.3 22.1 6.3 28.2 4.1 1.3 7.3 0.1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21.8 10.1 27.4 3.1 23.5 2.6 0.9 10.5 0.2
동 부 권 100.0 16.6 12.1 13.5 5.9 38.6 5.6 2.1 5.6 0.0
서 부 권 100.0 15.8 15.6 28.7 11.2 18.0 3.8 0.7 5.9 0.2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18.1 6.8 34.3 3.5 23.8 2.7 1.2 9.5 0.0
3 0 ~ 3 9 세 100.0 13.8 18.4 23.9 9.6 20.3 6.7 1.2 5.4 0.6
4 0 ~ 4 9 세 100.0 17.5 15.1 21.5 4.6 27.3 4.6 0.7 8.7 0.0
5 0 ~ 5 9 세 100.0 17.7 16.2 18.5 6.8 26.8 6.3 0.3 7.0 0.4
6 0 세  이 상 100.0 19.6 10.0 19.5 6.7 32.5 2.9 2.0 6.8 0.0
6 5 세  이 상 100.0 21.4 8.9 19.1 6.7 32.0 3.0 1.8 7.1 0.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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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적정연령

노인 일자리 사업 적정연령은 「60~80세」 41.6%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적정연령은 「60~80세」 41.6%, 「60~70세」 39.0%, 
「60세~상한선 없음」 18.7%, 「기타(65세 이상)」 0.6% 순으로 나타남.

•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적정연령을 남자, 여자 모두 「60~80세」라고 응답한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완도읍, 서부권은 「60~70세」, 동부권은 「60~80세」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세, 「60~70세」 응답이 높았으며, 30세~39세, 40
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은 「60~80세」의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적정연령

<표 9-5>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적정연령 (단위: %)

구    분 계 60~70세 60~80세 60세~상한선 없음 기타(65세 이상)

2 0 1 8 년 100.0 39.0 41.6 18.7 0.6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41.3 43.4 14.8 0.5
동 부 권 100.0 39.7 39.1 20.5 0.7
서 부 권 100.0 35.0 43.3 21.1 0.6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42.6 33.2 22.7 1.6
3 0 ~ 3 9 세 100.0 39.9 42.6 17.5 0.0
4 0 ~ 4 9 세 100.0 41.3 46.7 11.3 0.7
5 0 ~ 5 9 세 100.0 39.0 42.7 17.2 1.1
6 0 세  이 상 100.0 37.0 41.9 20.9 0.2
6 5 세  이 상 100.0 36.5 42.7 20.5 0.3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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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가와 문화

10-1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의견

10-2 지역 문화행사 개최 찬반 이유

10-3 주말, 휴일의 여가활동

10-4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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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의견

지역문화 행사에 대해서는 「긍정적」

• 지역 문화행사에 대해서 「긍정적」 62.1%, 「부정적」 19.0%로 나타남.

• 지역별로 긍정적인 반응은 서부권, 동부권, 완도읍권의 순임.

• 긍정적인 반응은 30~39세가 70.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직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기능/노무가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의견

<표 10-1>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의견 (단위: %)

구    분 계 긍정적 부정적 모름
2 0 1 8 년 100.0 62.1 19.0 18.8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56.4 24.2 19.4
동 부 권 100.0 63.4 14.0 22.6
서 부 권 100.0 67.7 20.3 12.0
< 성   별 >
남 자 100.0 64.0 22.3 13.8

여 자 100.0 60.3 15.9 23.8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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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지역 문화행사 개최 찬반 이유

「주민화합」에는 긍정적이지만,
「홍보성 행사 및 예산낭비」에는 부정적임

• 긍정적인 이유로는 「주민화합」 44.5%, 「지역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 41.0%, 
「지역적 특성 계승발전」 11.8%의 순으로 나타남.

  - 「주민화합」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은 60세 이상,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부정적인 이유로는 「홍보성 행사 및 예산낭비」 61.8%, 「교통 혼잡 및 질서 
문란」 15.4%, 「과소비 조장」 10.9%의 순으로 나타남.

 - 「홍보성 행사 및 예산낭비」라고 부정적인 반응은 15~29세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긍정적인 이유 부정적인 이유

<표 10-2> 지역 문화행사 개최 찬반 이유 (단위: %)

구    분 계

긍정적인 이유 부정적인 이유

주민
화합

지역적 
특성 
계승
발전

지역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

문화
향유 
기회
제공

기타

홍보성 
행사 및 

예산
낭비

과소비
조장

교통혼잡 
등 

질서문란

행사프
로그램 
수준
저하

기타

2 0 1 8 년 100.0 44.5 11.8 41.0 2.7 61.8 10.9 15.4 10.2 1.6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16.1 21.2 60.1 2.6 48.2 14.0 21.9 14.2 1.7
동 부 권 100.0 54.7 5.3 38.2 1.7 72.6 7.7 11.9 7.8 0.0
서 부 권 100.0 60.7 11.0 23.9 4.4 71.6 9.5 8.9 6.7 3.3
< 성   별 >
남 자 100.0 43.2 12.3 41.6 2.9 58.2 10.8 17.5 11.4 2.1
여 자 100.0 45.8 11.2 40.4 2.6 66.7 11.1 12.6 8.6 1.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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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주말, 휴일의 여가활동(주된응답)

여가활동은 「TV 시청」과 「휴식」

• 주말, 휴일의 여가활동은 「TV 시청」 56.8%, 「휴식」 13.9%, 「사회활동 및 기
타활동」 9.3%, 「스포츠활동 및 등산 등 건강관리」 7.0%, 「컴퓨터게임, 인터넷 
검색」 3.1% 순으로 나타남.

• 「TV 시청」은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며, 60세 이상, 65세 이상이 가장 높
게 나타남.

• 30대, 40대, 50대는 「TV 시청」 다음으로 「스포츠활동 및 등산 등 건강관리」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말, 휴일의 여가활동

<표 10-3> 주말, 휴일의 여가활동(주된응답) (단위: %)

구    분 계 TV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및 
등산 등 
건강관

리

관광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취미, 
자기
계발 
활동

휴식

사회
활동 및 

기타
활동

기타

2 0 1 8 년 100.0 56.8 2.5 0.8 1.0 7.0 2.4 3.1 2.7 13.9 9.3 0.6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57.4 1.9 0.3 0.9 8.6 1.8 5.2 2.4 15.0 5.9 0.6
동 부 권 100.0 55.2 2.5 0.7 0.5 5.2 1.8 2.0 1.4 17.4 12.7 0.6
서 부 권 100.0 58.4 3.1 1.5 2.1 7.9 3.9 2.1 5.3 7.0 8.2 0.6
< 성   별 >
남 자 100.0 53.3 2.1 1.1 1.3 10.7 2.7 4.4 2.8 12.8 8.7 0.2
여 자 100.0 60.3 2.8 0.4 0.7 3.5 2.0 1.8 2.6 15.1 9.8 1.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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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주된응답)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 「TV시청」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관광」 28.4%, 「TV시청」 22.2%, 「문화예술관
람」 11.7%, 「스포츠활동 및 등산 등 건강관리」 10.7%, 「취미, 자기계발 활동」 
7.6% 순으로 나타남.

• 30~39세는 「관광(27.2%)」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람(25.6%)」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은 「관광(30.1%)」 다음으로 「취미, 자기계발 
활동(20.7%)」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여자는 「관광(31.7%)」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람(15.9%)」이 높은 비율로 나타
남.

하고 싶은 여가활동

<표 10-4>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주된응답) (단위: %)

구    분 계 TV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및 
등산 등 
건강관

리

관광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취미, 
자기
계발 
활동

휴식

사회
활동 및 

기타
활동

기타

2 0 1 8 년 100.0 22.2 11.7 2.4 2.8 10.7 28.4 1.4 7.6 6.4 6.1 0.2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22.5 16.5 1.1 2.6 11.9 25.8 2.1 7.0 5.0 5.3 0.2
동 부 권 100.0 12.5 11.2 2.9 2.6 9.8 36.4 1.2 8.8 8.2 6.1 0.2
서 부 권 100.0 37.6 6.0 3.3 3.4 10.5 19.2 0.8 6.6 5.2 7.0 0.4
< 성   별 >
남 자 100.0 19.8 13.3 2.9 4.3 13.3 25.6 2.1 7.3 5.6 5.6 0.1
여 자 100.0 24.6 10.2 1.9 1.3 8.1 31.3 0.8 7.9 7.1 6.6 0.3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11. 안전

11-1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11-2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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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사회 안전은 「보통」 54.4%, 
「안전(매우 안전+비교적 안전)」 37.4%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매우 안전+비교적 안전)」은 「국가안보」 55.0%, 
「신종 전염병」 43.4%, 「전반적인 사회안전」 43.3%, 「먹거리」 43.0%, 「화재」 
40.5%, 「범죄 위험」 39.3% 순으로 나타남.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불안(매우 불안+비교적 불안)」은 「자연재해」 34.8%, 
「교통사고」 12.8%, 「건축물 및 시설물」과 「화재」 8.0%, 「국가안보」 6.9%, 「범
죄 위험」 6.3%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안전(매우 안전+비교적 안전)」에 대한 응답은 
50~59세가 높고, 「불안(매우 불안+비교적 불안)」은 30~39세가 가장 높게 나타
남.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표 11-1>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구    분 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국가안보(전쟁가능성, 테러, 북핵 등) 100.0 10.0 45.3 37.8 6.4 0.5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100.0 2.3 24.2 38.7 23.7 11.1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등) 100.0 4.0 31.1 56.9 7.0 1.0

교 통 사 고 100.0 4.4 30.7 52.1 12.1 0.7
화 재 (산 불 포 함) 100.0 5.5 35.0 51.5 7.4 0.6

먹 거 리 ( 불 량 식 품 ,  식 중 독  등 ) 100.0 8.1 34.9 51.6 4.9 0.5
정보 보안(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등) 100.0 6.7 31.8 58.7 2.7 0.2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100.0 7.7 35.7 51.7 4.1 0.8

범 죄 위 험 100.0 9.1 30.2 54.4 5.8 0.5
전 반 적 인  사 회  안 전 100.0 5.9 37.4 54.4 2.2 0.1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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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방안

안전한 도시를 위해 「방범용 CCTV확충」해야

•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 51.6%, 「보안 등, 공
원 등 설치로 범죄치약지역 해소」 17.9%, 「보행환경 개선」 15.1%, 「안전매뉴
얼 및 제도정비, 군민의식함양 교육」 7.9%, 「교통안전 지도 및 자율방범」 
4.5%, 「재난 대비 훈련 강화」 2.9% 순으로 나타남.

• 「방범용 CCTV 확충」은 완도읍권(55.9%), 서부권(49.0%), 동부권(49.0%) 순
으로 나타남.

안전한 도시 만들기 방안

<표 11-2>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방안 (단위: %)

구    분 계
방범용 
CCTV  
확충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취약지
역 해소

보행환경 
개선

재난 대비 
훈련 강화

교통안전 
지도 및 
자율방범 

강화

안전매뉴얼 
및 

제도정비, 
군민의식 
함양 교육

기타

2 0 1 8 년 100.0 51.6 17.9 15.1 2.9 4.5 7.9 0.3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55.9 11.6 10.6 1.5 6.0 14.5 0.0
동 부 권 100.0 49.0 24.1 17.6 2.0 4.7 2.7 0.0
서 부 권 100.0 49.9 16.3 16.9 6.4 2.0 7.3 1.2
< 성   별 >
남 자 100.0 50.1 17.9 14.3 3.1 5.4 8.8 0.5

여 자 100.0 53.0 17.8 15.8 2.8 3.6 6.9 0.1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12. 공동체와 사회참여

12-1 자원봉사 참여횟수와 활동시간

12-2 향후 자원봉사 참여여부

12-3 지역민으로서 자부심 정도

12-4 삶에 대한 만족도(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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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자원봉사 참여횟수와 활동시간

자원봉사를 거의 참여하지 않음

• 자원봉사자의 참여횟수는 7회 이상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24.6%, 「재
해지역 주민돕기 시설복구 등과 관련한 활동」 11.3%, 「자녀교육 등과 관련한 활동」 
8.4%,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한 활동」 7.6%,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한 
활동」 6.2%, 「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한 활동」 3.3% 순으로 나타남.

•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7회 이상은 「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한 활동」 34.4%,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한 활동」 30.0%, 「재해지역 주민돕기 시설복구 등과 관
련한 활동」 22.2%,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6.7%,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
과 관련한 활동」 6.7%의 순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 유무 자원봉사 참여횟수

<표 12-1> 자원봉사 참여횟수와 활동시간 (단위: %)

구    분 계
참여
한 적 
있다

연간 참여회수 활동시간

참여
한적 
없다

소계
2회이

내
3회 - 
6회

7회이
상

소계
2시간
이내

2시간
-6시
간

7시간
이상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한 활동 100.0 3.5 100.0 45.0 28.9 24.6 100.0 52.7 40.6 6.7 96.5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한 활동 100.0 7.3 100.0 65.6 26.8 7.6 100.0 71.5 21.9 6.7 92.7

자 녀 교 육  등 과  관 련 한  활 동 100.0 1.1 100.0 68.4 23.2 8.4 100.0 94.0 6.0 98.9

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한 활동 100.0 2.2 100.0 74.3 22.4 3.3 100.0 47.3 18.3 34.4 97.8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과 관련한 활동 100.0 2.2 100.0 80.6 8.1 11.3 100.0 37.5 40.3 22.2 97.8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관련한 활동 100.0 1.0 100.0 70.0 23.8 6.2 100.0 16.7 53.3 30.0 99.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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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향후 자원봉사 참여여부
「참여한 적 있다」 14.2%, 향후 「참여 의사 있다」 29.1%

• 자원봉사에 「참여한 적 있다」는 14.2%, 「참여한 적 없다」는 85.8%로 참여 비율이 낮
음

  - 연령별로는 15~29세가 26.5%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사 있다」는 29.1%, 「참여의사 없다」는 70.9%로 나타남
  - 「참여의사 있다」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44.0%), 30~39세(40.7%), 

15~29세(39.4%)의 순으로 나타남.

  - 「참여의사 있다」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관리, 사무,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기능/노무 

순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별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의사 있다」가 높게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여부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

<표 12-2> 향후 자원봉사 참여여부 (단위: %)

구    분 계 참여한 적 있다 참여한 적 없다
향후 자원봉사 참여 여부

소계 참여의사 있다 참여의사 없다
2 0 1 8 년 100.0 14.2 85.8 100.0 29.1 70.9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11.9 88.1 100.0 24.6 75.4
동 부 권 100.0 14.7 85.3 100.0 35.9 64.1
서 부 권 100.0 16.4 83.6 100.0 24.3 75.7
< 성   별 >
남 자 100.0 13.7 86.3 100.0 30.1 69.9
여 자 100.0 14.6 85.4 100.0 28.2 71.8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6.5 73.5 100.0 39.4 60.6
3 0 ~ 3 9 세 100.0 10.8 89.2 100.0 40.7 59.3
4 0 ~ 4 9 세 100.0 17.9 82.1 100.0 44.0 56.0
5 0 ~ 5 9 세 100.0 15.7 84.3 100.0 32.7 67.3
6 0 세  이 상 100.0 9.2 90.8 100.0 18.0 82.0
6 5 세  이 상 100.0 8.9 91.1 100.0 13.6 86.4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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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지역민으로서 자부심 정도

지역민의 자부심은 「보통」

• 지역민으로서 자부심의 정도는 「보통」 37.1%, 「약간 가지고 있다」 29.0%, 「많이 가지
고 있다」 22.5%,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8.7%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자부심의 정도(많이 가지고 있다+약간 가지고 있다)는 서부권 (56.1%) 완도읍
권(55.9%), 동부권(44.9%) 순으로 나타남.

•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남.

• 65세 이상에서, 사무직에서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남.

지역민으로서 자부심

<표 12-3> 지역민으로서 자부심 정도 (단위: %)

구    분 계
많이 가지고 

있다
약간 가지고 

있다
보통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2 0 1 8 년 100.0 22.5 29.0 37.1 8.7 2.7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26.2 29.7 30.5 8.7 4.9
동 부 권 100.0 15.2 29.7 45.3 8.9 0.9
서 부 권 100.0 29.3 26.8 32.7 8.4 2.9
< 성   별 >
남 자 100.0 23.8 32.2 33.8 7.6 2.7
여 자 100.0 21.3 25.8 40.3 9.8 2.8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19.1 25.0 36.0 11.1 8.8
3 0 ~ 3 9 세 100.0 13.2 36.1 39.6 6.6 4.5
4 0 ~ 4 9 세 100.0 21.8 32.1 33.5 11.3 1.3
5 0 ~ 5 9 세 100.0 20.1 31.4 36.0 9.7 2.7
6 0 세  이 상 100.0 27.0 26.5 38.4 7.1 0.9
6 5 세  이 상 100.0 29.3 25.4 37.5 6.9 1.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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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삶에 대한 만족도(행복지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64점

• 삶에 대한 만족도는 「6점」 23.1%, 「7점」 20.5%, 「5점」 20.4%, 「8점」 16.5%, 「10점」 
7.9% 순으로 나타남.

•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완도읍권, 서부권, 동부권의 순으로 나타남.

•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15~29세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평균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미혼, 전문/관리,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삶에 대한 만족도(행복지수)

<표 12-4> 삶에 대한 만족도(행복지수) (단위: %)

구    분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2 0 1 8 년 100.0 0.3 0.2 0.6 1.9 3.1 20.4 23.1 20.5 16.5 5.5 7.9 6.64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0.4 0.2 0.3 0.5 0.7 15.4 11.4 23.0 23.9 10.3 13.9 7.35
동 부 권 100.0 0.5 0.2 0.9 2.1 4.1 21.0 36.4 20.6 9.1 1.2 3.9 6.16
서 부 권 100.0 0.0 0.2 0.6 3.5 4.9 26.0 17.7 16.7 18.4 6.0 6.1 6.46
< 성   별 >
남 자 100.0 0.4 0.4 0.4 2.0 3.0 19.5 24.6 19.4 17.2 5.9 7.3 6.64
여 자 100.0 0.3 0.0 0.8 1.9 3.2 21.2 21.7 21.5 15.8 5.2 8.4 6.64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0.0 0.0 0.0 4.0 2.7 12.9 19.8 19.1 18.1 7.5 15.8 7.11
3 0 ~ 3 9 세 100.0 0.0 0.0 0.7 0.6 2.4 18.9 11.8 26.3 28.8 7.2 3.3 6.91
4 0 ~ 4 9 세 100.0 0.0 0.0 1.4 1.2 2.3 18.1 18.6 18.4 21.2 8.5 10.4 6.96
5 0 ~ 5 9 세 100.0 0.8 0.0 0.7 0.8 3.3 14.7 26.4 23.5 15.9 6.8 7.1 6.73
6 0 세  이 상 100.0 0.4 0.4 0.4 2.3 3.6 26.2 27.0 18.9 11.8 3.0 5.9 6.28
6 5 세  이 상 100.0 0.6 0.3 0.6 2.8 3.8 28.1 27.3 17.6 9.7 2.5 6.7 6.20

출처: 완도군 사회조사



13. 완도군 특성지표
13-1 완도군 인구 증가 정책
13-2 남자 결혼(초혼) 적정 연령
13-3 여자 결혼(초혼) 적정 연령
13-4 부모와 기혼자녀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13-5 부모와 가혼자녀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13-6 월평균 저축액
13-7 저축을 하는 주된 목적
13-8 가구의 재태크 여부 및 주된 방식
13-9 재태크 주된 목적
13-10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13-11 여성취업 장애 요인
13-12 실업를 위한 가장 최우선 정책
1313 고령자(65세 이상) 취업 장애 요인
1314 고등학교 지역별 진학 의향
1315 완도지역 고등학교 진학 희망 이유
1316 다른지역(완도군 외) 고등학교 진학 희망 이유
1317 지난 1년간 건강을 위한 운동 경험
1318 3개월 이상 암‧만성질환 증상 여부
1319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필요 서비스
1320 생활쓰레기 감량 방안
1321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방안
1322 기후변화 체감 정도
1323 기후변화 체감 이유
1324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 방안
1325 완도군 관광발전 중점 추진 사업
1326 전복산업 등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점
1327 해양헬스케어산업(해양치유산업)이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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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완도군 인구 증가 정책

인구 증가 정책은 「인력유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창출」 35.4%

• 완도군의 인구증가 정책은 「인력유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창출」 35.4%,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지원」 32.4%,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지원 확대」 20.9%,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 유입」 6.8%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완도읍권(42.2%)과 서부권(41.8%)에서는 「인력유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창출」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부권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 지원」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자는 「인력유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창출」이 37.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여자는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 지원」이 35.6%로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하에서는 「인력유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창출」이 높은 반면 60세 이상

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 지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완도군 인구 증가 정책

<표 13-1> 완도군 인구 증가 정책 (단위: %)

구    분 계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 

지원

인력 유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지원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 유입

각종 인구 
정책 홍보 

및 인식개선
기 타

2 0 1 8 년 100.0 32.4 35.4 20.9 6.8 3.8 0.7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34.3 42.2 11.9 7.4 3.6 0.6
동 부 권 100.0 38.4 25.6 27.3 4.9 3.8 0.0
서 부 권 100.0 20.3 41.8 22.8 8.9 4.3 1.8
< 성   별 >
남 자 100.0 29.2 37.2 22.2 6.8 3.6 1.0
여 자 100.0 35.6 33.6 19.7 6.7 4.1 0.4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9.6 43.1 13.8 7.8 4.7 1.0
3 0 ~ 3 9 세 100.0 32.5 37.3 16.0 10.3 2.1 1.8
4 0 ~ 4 9 세 100.0 28.4 31.9 23.1 10.9 4.4 1.3
5 0 ~ 5 9 세 100.0 30.0 37.2 22.6 6.2 4.0 0.0
6 0 세  이 상 100.0 35.6 32.8 23.0 4.6 3.7 0.3
6 5 세  이 상 100.0 36.8 33.2 22.1 4.5 2.9 0.4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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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남자 결혼(초혼) 적정 연령
남자 결혼(초혼)은 「30대 초반(30~34세)」 59.8%

• 남자 결혼 적정연령은 「30대 초반(30~34세)」 59.8%, 「20대 후반(25~29세)」 
30.9%, 「30대 후반(35~39세)」 8.2%, 「20대 초반(20~24세)」 0.9% 순으로 나
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30대 후반(35~39세)」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20대 후반(25~29세)」

가 인데 「60세 이상」과 65세 이상이 각각 37.5%와 38.5%인 반면 「30~39세」에서는 

19.4%로 다소 낮아지는 경향 나타남.

  - 학력별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적정연령대가 높아지는 경향 나타남.

  - 직업별로는 사무직에서 「30대 초반(30~34세)」 64.8%, 「20대 후반(25~29세)」 21.1%, 「30

대 후반(35~39세)」 14.1%로 다소 높은 연령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남자 결혼(초혼) 적정 연령

<표 13-2> 남자 결혼(초혼) 적정 연령 (단위: %)

구    분 계 20대 초반
(20~24세)

20대 후반
(25~29세)

30대 초반
(30~34세)

30대 후반
(35~39세) 기 타

2 0 1 8 년 100.0 0.9 30.9 59.8 8.2 0.2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1.2 33.3 58.7 6.2 0.6
동 부 권 100.0 1.0 31.6 60.3 7.0 0.0
서 부 권 100.0 0.2 26.6 60.4 12.8 0.0
< 성   별 >
남 자 100.0 1.2 30.1 59.5 8.9 0.3
여 자 100.0 0.6 31.7 60.1 7.5 0.1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7 27.0 57.0 13.3 0.0
3 0 ~ 3 9 세 100.0 1.0 19.4 65.4 14.2 0.0
4 0 ~ 4 9 세 100.0 0.8 30.1 59.1 10.0 0.0
5 0 ~ 5 9 세 100.0 0.0 25.7 66.3 7.2 0.8
6 0 세  이 상 100.0 0.7 37.5 56.8 4.9 0.1
6 5 세  이 상 100.0 0.9 38.5 56.1 4.3 0.2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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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여자 결혼(초혼) 적정 연령
여자 결혼(결혼)은 「20대 후반(25~29세)」 53.7%

• 여자 결혼 적정연령은 「20대 후반(25~29세)」 53.7%, 「30대 초반(30~34세)」 
39.9%, 「20대 초반(20~24세)」 3.3%, 「30대 후반(35~39세)」 2.9% 순으로 
나타남.

  - 남자 결혼 적정연령이 「30대 초반(30~34세)」 59.8%로 가장 높은 반면 여자 결혼 적정연령

은 「20대 후반(25~29세)」 53.7%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에서 「30대 초반(30~34세)」 비

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농림어업이나 기능/노무 직종에서 「20대 후반

(25~29세)」 비율이 높아짐.

여자 결혼(초혼) 적정 연령

<표 13-3> 여자 결혼(초혼) 적정 연령 (단위: %)

구    분 계 20대 초반
(20~24세)

20대 후반
(25~29세)

30대 초반
(30~34세)

30대 후반
(35~39세) 기 타

2 0 1 8 년 100.0 3.3 53.7 39.9 2.9 0.2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0.6 48.3 50.0 0.5 0.6
동 부 권 100.0 5.5 59.5 32.6 2.5 0.0
서 부 권 100.0 3.3 51.6 38.2 7.0 0.0
< 성   별 >
남 자 100.0 2.3 53.5 41.3 2.8 0.1
여 자 100.0 4.2 53.9 38.5 3.1 0.3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1.2 33.5 58.2 7.0 0.0
3 0 ~ 3 9 세 100.0 1.0 45.9 48.0 5.1 0.0
4 0 ~ 4 9 세 100.0 4.4 45.4 49.2 1.0 0.0
5 0 ~ 5 9 세 100.0 1.2 54.7 41.2 2.0 0.8
6 0 세  이 상 100.0 4.9 64.1 28.7 2.1 0.2
6 5 세  이 상 100.0 5.8 63.8 28.7 1.7 0.0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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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부모와 기혼자녀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가족간의 화합 용이」 44.3%

• 부모와 기혼자녀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족간의 화합 용이」 
44.3%, 「부모부양 의무」 29.8%, 「자녀의 교육효과 증진」 9.1%, 「자녀 양육 
문제 해결」 8.6%, 「생활비 절약 등 경제적도움」 8%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에서 완도읍권은 「가족간의 화합 용이」 51.1%, 「자녀의 교육효과  증진」 23.0% 순으

로 나타난 반면 동부권에서는 「가족간의 화합 용이」 48.2%, 「부모부양 의무」 31.3% 순이며, 

서부권에서는 「부모부양 의무(46.7%)가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혼인 상태별에서 사별/이혼의 경우 「부모부양 의무(40.2%)」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사무직에서 「자녀 양육 문제 해결(22.2%)」과 「자녀의 교육효과 증진(18.6%)」이 

다른 직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부모와 기혼자녀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표 13-4> 부모와 기혼자녀가 함께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단위: %)

구    분 계 선호한다

선호하는 이유

소계 부모부양
의무

자녀 양육 
문제 해결

자녀의 
교육효과 

증진

생활비 절약 
등 경제적 

도움

가족간의 
화합 
용이

기 타

2 0 1 8 년 100.0 30.8 100.0 29.8 8.6 9.1 8.0 44.3 0.2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27.6 100.0 13.7 6.4 23.0 5.8 51.1 0.0
동 부 권 100.0 33.8 100.0 31.3 9.4 3.8 7.4 48.2 0.0
서 부 권 100.0 30.3 100.0 46.7 9.8 1.7 11.7 29.2 1.0
< 성   별 >
남 자 100.0 31.4 100.0 31.2 8.0 7.3 6.9 46.1 0.5
여 자 100.0 30.2 100.0 28.3 9.2 11.0 9.1 42.5 0.0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33.8 100.0 28.4 10.3 16.5 3.0 41.8 0.0
3 0 ~ 3 9 세 100.0 35.1 100.0 25.5 10.8 10.3 15.0 38.5 0.0
4 0 ~ 4 9 세 100.0 39.1 100.0 24.7 10.2 17.5 7.2 39.1 1.3
5 0 ~ 5 9 세 100.0 26.4 100.0 24.5 3.8 1.1 8.3 62.2 0.0
6 0 세  이 상 100.0 28.0 100.0 36.0 8.4 5.4 8.0 42.1 0.0
6 5 세  이 상 100.0 27.9 100.0 36.9 8.9 5.5 9.2 39.5 0.0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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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부모와 기혼자녀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기혼자녀 독립생활 선호」 46.6%

• 부모와 기혼자녀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기혼자녀의 독립생
활 선호」 46.6%, 「부모의 독립생활 선호」 40.6%, 「부모와 기혼자녀와의 불화」 
12.5% 순으로 나타남.

  - 낮은 연령대에서는 「기혼자녀의 독립생활 선호」가 높게 나타나며 높은 연령대에서는 「부모의 

독립생활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데 40~49세에서는 「부모와 기혼자녀와의 불화」가 19.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완도읍권과 서부권에서는 「기혼자녀의 독립생활 선호」가 높게 나타나며 동부권에서는 「부모

의 독립생활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데 「부모와 기혼자녀와의 불화」가 19.0%로 완도읍권

(5.1%), 서부권(13%)에 비해 높은 경향 나타남.

부모와 기혼자녀가 함께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표 13-5> 부모와 기혼자녀가 함께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    분 계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이유

소계
기혼자녀의 
독립생활 

선호

부모의 
독립생활 

선호

부모와 
기혼자녀와

의 불화
기 타

2 0 1 8 년 100.0 69.2 100.0 46.6 40.6 12.5 0.3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72.4 100.0 57.0 37.0 5.1 0.8
동 부 권 100.0 66.2 100.0 36.9 44.1 19.0 0.0
서 부 권 100.0 69.7 100.0 46.8 40.2 13.0 0.0
< 성   별 >
남 자 100.0 68.6 100.0 48.9 39.9 10.6 0.6
여 자 100.0 69.8 100.0 44.3 41.3 14.4 0.0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66.2 100.0 50.5 29.5 17.9 2.2
3 0 ~ 3 9 세 100.0 64.9 100.0 63.9 23.5 12.5 0.0
4 0 ~ 4 9 세 100.0 60.9 100.0 60.2 20.0 19.8 0.0
5 0 ~ 5 9 세 100.0 73.6 100.0 48.8 40.7 10.5 0.0
6 0 세  이 상 100.0 72.0 100.0 37.0 53.1 9.9 0.0
6 5 세  이 상 100.0 72.1 100.0 35.8 52.5 11.8 0.0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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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월평균 저축액
「저축하지 않음」 60.1%, 「월10만원이상~50만원미만」 13.9%

• 월평균 저축액은 「저축하지 않음」 60.1%, 「월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13.9%, 「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1.9%, 「월 10만원 미만」 5.7%,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 「월 200만원 이상」 2.4% 순으로 나타
남.

  - 월평균 저축액은 연령대로 보면 30세 이상 60세이하 세대에게 높은 수치가 나타나며 직업별

로 볼 때 「저축하지 않음」 비율이 전문/관리 26.6%, 사무 21.4%, 서비스/판매 37.5%로 이

들 직종에서 저축이 높게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저축액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액이 많을수록 저축 비율뿐 아니라 

저축액 또한 높게 나타남.

저축 여부 월평균 저축액

<표 13-6> 월평균 저축액 (단위: %)

구    분 계 저축함 저축하지
않음소계

월 
10만원
미만

월 10만원 
이상~50만

원 미만

월 50만원 
이상~100
만원 미만

월100만원 
이상~200
만원 미만

월 
200만원

이상
2 0 1 8 년 100.0 39.9 100.0 5.7 13.9 11.9 6.0 2.4 60.1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51.0 100.0 6.4 15.0 17.8 10.2 1.6 49.0
동 부 권 100.0 29.2 100.0 5.7 11.7 6.9 2.2 2.6 70.8
서 부 권 100.0 42.4 100.0 4.9 16.0 11.8 6.5 3.2 57.6
< 성   별 >
남 자 100.0 43.0 100.0 4.7 14.7 13.9 7.2 2.5 57.0
여 자 100.0 36.9 100.0 6.8 13.1 9.9 4.9 2.2 63.1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41.3 100.0 4.8 10.6 15.0 9.9 1.0 58.7
3 0 ~ 3 9 세 100.0 71.3 100.0 6.7 25.3 22.4 13.0 3.9 28.7
4 0 ~ 4 9 세 100.0 66.2 100.0 7.1 22.8 17.2 10.9 8.2 33.8
5 0 ~ 5 9 세 100.0 51.4 100.0 8.6 18.2 17.4 4.8 2.4 48.6
6 0 세  이 상 100.0 18.6 100.0 4.1 7.5 4.2 2.1 0.6 81.4
6 5 세  이 상 100.0 13.2 100.0 3.3 5.6 2.7 1.2 0.4 86.8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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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저축을 하는 주된 목적
저축을 하는 주된 목적은 「노후대비」 57.2%

• 저축을 하는 주된 목적은 「노후대비」 57.2%, 「교육(자녀, 본인)」 16.2%, 「주
택구입」 7.9%, 「결혼, 장례비」 7.8%, 「대출상환」 4.6%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15~29세(26.4%)에서는 「결혼, 장례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0~39세

(34.7%)에서는 「교육」이 가장 높은 반면 40세 이상에서는 「노후대비」가 가장 높은데 연령대

가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더 높아져 60세 이상에서 85.6%로 「노후대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미혼인 경우 「결혼, 장례비」가 28.7%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저축을 하는 주된 목적

<표 13-7> 저축을 하는 주된 목적 (단위: %)

구    분 계 노후
대비

주택
구입

이자
수익

결혼,
장례비

교육
(자녀,
본인)

문화 및 
여가생활

사업 및 
재테크 
자금마련

대출
상환

질병,
재난 
대비

내구재
구입

2 0 1 8 년 100.0 57.2 7.9 0.0 7.8 16.2 1.4 3.9 4.6 0.9 0.2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58.9 10.4 0.0 7.4 16.1 0.4 2.1 3.2 1.4 0.0
동 부 권 100.0 56.5 1.9 0.0 11.5 21.4 2.9 3.8 1.0 0.4 0.5
서 부 권 100.0 55.2 10.6 0.0 4.4 10.6 1.1 6.9 10.8 0.5 0.0
< 성   별 >
남 자 100.0 56.0 8.9 0.0 9.2 15.6 1.2 3.7 4.9 0.3 0.0
여 자 100.0 58.5 6.8 0.0 6.2 16.8 1.5 4.1 4.2 1.5 0.3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3.8 17.5 0.0 26.4 15.8 3.0 7.9 2.5 3.1 0.0
3 0 ~ 3 9 세 100.0 32.1 14.1 0.0 9.6 34.7 0.0 4.8 4.8 0.0 0.0
4 0 ~ 4 9 세 100.0 53.4 4.6 0.0 4.3 25.9 0.0 5.3 6.5 0.0 0.0
5 0 ~ 5 9 세 100.0 76.1 5.0 0.0 2.0 4.8 2.8 2.8 5.3 1.3 0.0
6 0 세  이 상 100.0 85.6 2.8 0.0 4.1 1.9 1.3 0.0 3.0 0.6 0.8
6 5 세  이 상 100.0 81.7 1.4 0.0 7.3 3.4 2.4 0.0 1.3 1.1 1.4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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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가구 재테크 여부 및 주된 방식
가구 재테크 여부 및 주된 방식 「없다」 67.6%, 「있다」 32.4%

• 가구 재테크 여부 및 주된 방식은 「없다」 67.6%, 「있다」 32.4%로 나타나는
데 「있다」 응답자 중 「저축」이 80.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험상품」 9.7%, 
「부동산」 4.4%, 「펀드 등 간접투자」 2.5%, 「주식/채권 등 직접투자」 2.3% 순
으로 나타남.

  - 지역별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저축」의 비율이 높으며 완도읍권과 동부권에 비해 서부권에서 

「보험상품」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없다」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소득이 「200~300만원(18.5%)」 구간과 

「300~400만원(15.3%)」구간에서 「보험상품」 비율이 다른 구간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음.

재테크 여부 주된 재테크 방식

<표 13-8> 가구 재테크 여부 및 주된 방식 (단위: %)

구    분 계 있다

주된 방식

없다
소계

저축
(정기예
금 등)

주식/
채권 등 
직접투자

펀드 등 
간접투

자
부동산

보험상품
(저축성
보험 등)

골동품 
및 

귀금속
기 타

2 0 1 8 년 100.0 32.4 100.0 80.9 2.3 2.5 4.4 9.7 0.0 0.2 67.6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46.1 100.0 84.0 0.5 2.7 4.4 8.4 0.0 0.0 53.9
동 부 권 100.0 22.4 100.0 87.4 3.9 0.0 2.0 6.8 0.0 0.0 77.6
서 부 권 100.0 29.9 100.0 66.7 4.0 5.1 7.2 16.1 0.0 0.9 70.1
< 성   별 >
남 자 100.0 35.1 100.0 79.2 2.1 3.2 6.4 8.7 0.0 0.4 64.9
여 자 100.0 29.7 100.0 82.9 2.4 1.7 2.0 11.0 0.0 0.0 70.3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32.3 100.0 89.9 7.0 0.0 3.1 0.0 0.0 0.0 67.7
3 0 ~ 3 9 세 100.0 61.3 100.0 85.3 2.6 2.9 1.1 8.1 0.0 0.0 38.7
4 0 ~ 4 9 세 100.0 58.4 100.0 77.2 1.0 5.2 6.3 10.3 0.0 0.0 41.6
5 0 ~ 5 9 세 100.0 43.2 100.0 77.7 0.9 1.7 5.9 12.9 0.0 0.8 56.8
6 0 세  이 상 100.0 12.4 100.0 78.9 2.0 1.1 4.1 13.9 0.0 0.0 87.6
6 5 세  이 상 100.0 7.5 100.0 84.1 0.0 2.4 4.0 9.6 0.0 0.0 92.5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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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재테크 주된 목적
재테크 주된 목적은 「노후대책」 62.3%

• 재테크 주된 목적은 「노후대책」 62.3%, 「자녀 교육비 마련」 12.9%, 「결혼자
금마련」 9.8%, 「주택구입과 전월세 보증금 마련」 6.1%, 「부채 상환」 3.7% 순
으로 나타남.

  - 모든 지역에서 「노후대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완도읍권과 서부권에 비해 동부권에

서 「자녀 교육비 마련(22.4%)」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미혼」인 경우 34.8%로 「결혼자금 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5~29세에서 40.0%로 「결혼자금」이 가장 다른 목적보다 높게 나타나며 그 외의 모든 연령

대에서는 「노후대책」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30~39세(28.9%), 40~49세(21.7%)에서는 「자

녀 교육비 마련」 또한 다소 높게 나타남.

재테크 주된 목적

<표 13-9> 재테크 주된 목적 (단위: %)

구    분 계

주택구
입과 

전월세 
보증금 
마련

노후
대책

결혼자금 
마련

사고와 
질병 
대비

자녀 
교육비 
마련

부채 
상환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

여행 
등 

여가

창업및 
사업확장 기 타

2 0 1 8 년 100.0 6.1 62.3 9.8 0.0 12.9 3.7 1.1 2.5 1.8 0.0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7.8 64.7 11.9 0.0 10.4 2.8 0.0 2.4 0.0 0.0
동 부 권 100.0 0.8 60.4 8.7 0.0 22.4 0.9 2.3 1.8 2.7 0.0
서 부 권 100.0 8.9 59.4 6.7 0.0 6.6 8.8 1.8 3.2 4.5 0.0
< 성   별 >
남 자 100.0 7.0 60.9 9.8 0.0 13.2 5.1 1.4 1.2 1.2 0.0
여 자 100.0 4.9 63.8 9.7 0.0 12.5 2.0 0.6 3.9 2.5 0.0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10.8 20.2 40.0 0.0 7.9 0.0 3.1 11.0 7.0 0.0
3 0 ~ 3 9 세 100.0 13.8 44.6 6.8 0.0 28.9 4.3 0.0 1.7 0.0 0.0
4 0 ~ 4 9 세 100.0 2.3 56.9 9.5 0.0 21.7 2.8 2.5 2.5 1.8 0.0
5 0 ~ 5 9 세 100.0 1.9 85.9 2.4 0.0 2.6 5.6 0.0 0.0 1.7 0.0
6 0 세  이 상 100.0 5.0 90.6 0.0 0.0 0.0 4.4 0.0 0.0 0.0 0.0
6 5 세  이 상 100.0 5.9 89.3 0.0 0.0 0.0 4.7 0.0 0.0 0.0 0.0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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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31.7%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에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
업」 31.7%,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18.4%,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2%, 
「마을 기업 육성 사업」 11.9%, 「지역산업 맟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6%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른 모든 연

령대에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직업별에서 대부분의 직종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사무의 경우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표 13-10>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단위: %)

구    분 계

지역공동
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취업
박람회 
개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4050중
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지역산업 
맟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우량기업
투자유치

각종 
기업지원 

시책
기  타

2 0 1 8 년 100.0 31.7 12.0 11.9 4.0 4.1 18.4 4.9 8.6 2.3 1.4 0.8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38.5 7.6 9.2 6.5 1.6 17.6 3.7 10.3 3.1 1.4 0.6
동 부 권 100.0 33.2 13.4 12.8 3.1 7.4 19.3 4.2 5.5 0.3 0.3 0.5
서 부 권 100.0 20.3 15.4 14.2 2.1 2.3 17.9 7.5 11.2 4.3 3.1 1.6
< 성   별 >
남 자 100.0 29.0 12.9 12.8 3.3 3.1 18.4 6.1 9.5 2.4 1.4 1.2
여 자 100.0 34.4 11.1 11.1 4.6 5.1 18.3 3.7 7.7 2.2 1.4 0.4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4.3 9.1 8.4 6.7 2.7 30.2 1.3 6.6 4.3 2.3 4.0
3 0 ~ 3 9 세 100.0 26.3 13.2 10.2 1.2 9.6 17.4 3.7 11.3 2.8 3.6 0.6
4 0 ~ 4 9 세 100.0 25.6 14.9 7.2 5.2 4.2 15.9 9.7 12.4 3.3 1.5 0.0
5 0 ~ 5 9 세 100.0 31.1 14.5 14.4 4.5 2.7 11.0 9.0 10.7 1.1 1.1 0.0
6 0 세  이 상 100.0 37.6 10.5 13.9 3.2 3.9 18.8 2.9 6.4 1.7 0.6 0.5
6 5 세  이 상 100.0 38.0 10.1 13.7 3.1 3.8 19.8 2.3 6.6 1.5 0.5 0.6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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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여성취업 장애 요인(주된응답)
여성취업 장애 요인은 「육아 부담」 33.1%

• 여성취업 장애 요인은 「육아 부담」 33.1%,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
별적 관행」 25.7%, 「불평등한 근로여건」 14.3%, 「기타」 7.5%, 「구인 정보 부
족」 7.3%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에서 완도읍권과 동부권에서는 「육아부담」이 각각 38.5%와 31.4%로 가장 높게 나타

나지만 서부권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 관행」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

남.

  - 15~29세(32.5%)와 미혼(30.1%)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 관행」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취업 장애 요인

<표 13-11> 여성취업 장애 요인 (단위: %)

구    분 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 
관행

여성의 
직업의
식 및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채용, 
임금 등)

일에 
대한 

여성의 
능력 
부족

구인 
정보 
부족

육아 
부담

가족 
돌봄

(육아제
외)

가사 
부담

잘 
모르겠다 기타

2 0 1 8 년 100.0 25.7 3.8 14.3 2.5 7.3 33.1 1.8 3.5 0.5 7.5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22.5 5.4 19.8 1.8 5.7 38.5 1.5 1.7 1.4 1.6
동 부 권 100.0 23.8 1.8 11.1 2.8 10.3 31.4 1.8 4.3 0.0 12.8
서 부 권 100.0 33.2 4.7 12.3 3.1 4.6 28.6 1.9 4.8 0.0 6.8
< 성   별 >
남 자 100.0 25.9 4.6 14.9 2.6 6.7 31.4 2.5 2.5 0.7 8.3
여 자 100.0 25.6 2.9 13.8 2.4 7.9 34.8 1.0 4.5 0.3 6.7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32.5 3.1 13.5 3.3 2.3 27.0 3.0 5.6 1.5 8.3
3 0 ~ 3 9 세 100.0 27.4 6.8 15.2 1.0 3.0 42.6 0.0 0.6 0.0 3.4
4 0 ~ 4 9 세 100.0 25.0 4.3 17.8 2.6 6.3 34.4 0.9 3.6 0.0 5.2
5 0 ~ 5 9 세 100.0 21.5 3.1 16.9 2.3 9.4 37.3 1.4 1.9 0.8 5.3
6 0 세  이 상 100.0 25.3 3.4 12.2 2.7 9.3 30.5 2.2 4.3 0.3 9.9
6 5 세  이 상 100.0 24.9 2.5 11.3 2.7 9.4 30.1 1.8 5.1 0.2 11.9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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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실업자를 위한 가장 최우선 정책
실업자를 위한 가장 최우선 정책은 「(재)취업을위한기술교육」 32.6%

• 실업자를 위한 가장 최우선 정책은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32.6%, 「(재)
취업을 위한 직업알선 ,소개 등 정보제공」 31.1%, 「실업구제를 위한 취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19.1%, 「실업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구호사업」 11.8%, 「창업
을 위한  경영기반 지원」 5.2%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전 지역에서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재)취업을 위한 직업알선, 소개 등 정보

제공」이 비슷한 비율인데 완도읍권과 서부권에서는 전자가 높은 반면 동부권에서는 후자가 

높게 나오며 「실업구제를 위한 취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동부권(25.3%)과 서부권

(23.4%)으로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냄.

실업자를 위한 가장 최우선 정책

<표 13-12> 실업자를 위한 가장 최우선 정책 (단위: %)

구    분 계

(재)취업을 
위한 

직업알선, 
소개 등 
정보제공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실업구제를 
위한 

취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실업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구호사업

창업을 
위한 

경영기반 
지원

기 타

2 0 1 8 년 100.0 31.1 32.6 19.1 11.8 5.2 0.3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37.7 39.4 8.3 9.2 5.3 0.0
동 부 권 100.0 29.8 28.7 25.3 12.0 4.1 0.2
서 부 권 100.0 24.1 29.8 23.4 15.1 6.6 1.0
< 성   별 >
남 자 100.0 31.2 33.5 18.3 10.3 6.4 0.4
여 자 100.0 31.0 31.7 19.8 13.3 4.0 0.2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36.5 34.2 17.2 5.6 5.4 1.0
3 0 ~ 3 9 세 100.0 38.1 32.9 11.3 11.7 6.0 0.0
4 0 ~ 4 9 세 100.0 27.8 37.3 16.4 11.8 6.8 0.0
5 0 ~ 5 9 세 100.0 29.1 35.2 16.7 11.8 7.2 0.0
6 0 세  이 상 100.0 29.5 29.4 23.4 13.8 3.5 0.4
6 5 세  이 상 100.0 30.1 31.0 20.9 14.3 3.3 0.5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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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고령자(65세 이상) 취업 장애 요인
「고령으로 인한 능력 부족」 26.6%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 장애 요인은 「고령으로 인한 능력  부족」 26.6%, 
「고령자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18.7%, 「고령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
부족」 18.5%, 「고령자의 취업의식 부족」 18%, 「취업알선 기관의 연계성 부족」 
17.9%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서부권에서는 「고령으로 인한 능력 부족」이 37.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완

도읍권과 동부권에서는 「고령자의 취업의식부족」이나 「고령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 부족」 등 

다른 요인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15~29세는 「고령자의 취업의식 부족」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반면 50세 이상에서는 「고령

으로 인한 능력부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고령자(65세 이상) 취업 장애 요인

<표 13-13> 고령자(65세 이상) 취업 장애 요인 (단위: %)

구    분 계
고령자의 
취업의식 

부족

고령으로 
인한 능력 

부족

고령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부족

취업알선 
기관의 
연계성 
부족

고령자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기 타

2 0 1 8 년 100.0 18.0 26.6 18.5 17.9 18.7 0.3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23.6 21.8 19.2 21.9 13.3 0.3
동 부 권 100.0 14.9 23.9 23.1 15.5 22.5 0.2
서 부 권 100.0 15.6 37.4 10.2 16.3 20.0 0.4
< 성   별 >
남 자 100.0 17.5 25.9 17.2 19.3 19.6 0.5
여 자 100.0 18.6 27.3 19.7 16.4 17.9 0.1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3.0 24.4 13.2 18.5 20.9 0.0
3 0 ~ 3 9 세 100.0 15.3 21.6 21.3 23.5 17.7 0.7
4 0 ~ 4 9 세 100.0 17.5 21.0 21.5 18.5 20.6 0.8
5 0 ~ 5 9 세 100.0 16.5 27.8 17.8 21.0 17.0 0.0
6 0 세  이 상 100.0 18.0 29.8 18.8 14.7 18.5 0.2
6 5 세  이 상 100.0 17.8 31.1 17.0 13.9 19.9 0.3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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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고등학교 지역별 진학 의향
고등학교 지학은 「완도군 지역」 61.4% 선호

• 고등학교 지역별 진학 의향은 「완도군 지역」 61.4%, 「광주지역」 22.4%, 「서
울‧경기 지역」 8%, 「전라남도 내」 7.6%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완도군 지역」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광주 지역」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학력별로 「대졸이상」의 경우 「완도군 지역(37.1%)」과 「광주 지역(36.3%)」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다른 학력대와 차별됨.

  - 가구소득별에서 400만원 이상이 「완도군 지역(44.8%)」과 「광주 지역(40.0%)」로 나타나 다

른 소득대와는 차별됨.

고등학교 지역별 진학 의향

<표 13-14> 고등학교 지역별 진학 의향 (단위: %)

구    분 계 완도군 지역 광주지역 전라남도 내
(보성군 외) 서울‧경기지역 기 타

2 0 1 8 년 100.0 61.4 22.4 7.6 8.0 0.5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68.8 20.4 6.9 3.7 0.2
동 부 권 100.0 63.1 22.9 4.7 9.2 0.2
서 부 권 100.0 49.0 24.6 13.4 11.9 1.2
< 성   별 >
남 자 100.0 59.9 24.7 7.4 7.7 0.3
여 자 100.0 63.0 20.2 7.8 8.3 0.6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50.7 35.9 7.6 5.8 0.0
3 0 ~ 3 9 세 100.0 45.4 35.4 7.5 10.1 1.7
4 0 ~ 4 9 세 100.0 64.4 21.2 7.5 6.9 0.0
5 0 ~ 5 9 세 100.0 58.1 20.4 11.4 9.4 0.7
6 0 세  이 상 100.0 69.2 16.3 6.1 7.9 0.4
6 5 세  이 상 100.0 71.6 15.5 5.3 7.3 0.3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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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완도지역 고등학교 진학 희망 이유
완도지역 고등학교 진학 선호는 「통학거리가 가까워서」 66.4%

• 완도지역 고등학교 진학 희망 이유는 「통학거리가 가까워서」 66.4%, 「자녀의 
정서발달을 위해」 16.7%, 「대학 진학에 유리해서」 13.7%, 「차별화된 교육을 
받기 위해」 2.2% 순으로 나타남.

  - 「통학거리가 가까워서」가 모든 곳에서 가장 높게 타나나고 있으며 학력별로 대졸이상에서 

「자녀의 정서발달을 위해」, 「대학 진학에 유리해서」가 각각 22.4%와 25.5%로 다소 높으며 

전문관리직에서 22.1%와 22.9%, 사무직에서 12.3%와 33.1%, 소득이 400만원 이상 구간

에서 24.7%와 29.3%로 나타나 다른 직종과 소득구간에 차별됨.

완도지역 고등학교 진학 희망 이유

<표 13-15> 완도지역 고등학교 진학 희망 이유 (단위: %)

구    분 계 통학거리가
가까워서

대학 진학에
유리해서

자녀의 정서
발달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을 받기 

위해
기 타

2 0 1 8 년 100.0 66.4 13.7 16.7 2.2 1.0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62.1 12.1 24.8 0.8 0.3
동 부 권 100.0 65.0 14.9 14.6 3.3 2.1
서 부 권 100.0 77.7 14.2 5.8 2.3 0.0
< 성   별 >
남 자 100.0 66.8 16.1 13.1 2.7 1.3
여 자 100.0 66.1 11.5 20.0 1.6 0.7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62.2 24.1 10.6 3.1 0.0
3 0 ~ 3 9 세 100.0 55.9 20.1 21.2 1.3 1.5
4 0 ~ 4 9 세 100.0 51.8 21.7 24.8 0.8 0.9
5 0 ~ 5 9 세 100.0 72.1 11.4 14.0 1.4 1.1
6 0 세  이 상 100.0 71.5 8.7 15.9 2.8 1.1
6 5 세  이 상 100.0 72.5 8.1 16.7 1.8 0.9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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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다른지역(완도군 외) 고등학교 진학 희망 이유
다른지역 고등학교 진학 희망 이유는 「지역학교의 수준이 낮아서」 33.7%

• 다른지역(완도군 외) 고등학교 진학 희망 이유는 「지역학교의 수준이 낮아서」 
33.7%, 「특성화 학교가 없어서」 26%, 「외지는 진학에 도움이 되는 사교육 시
설이 많아서」 24.4%, 「성적 등 학생 수준이 떨어져서」 11.8%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전문/관리(46.7%)와 농림어업(35.6%), 기능/노무(33.8%)는 지역학교의 수준이 낮

아서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사무에서는 「성적 등 학생 수준이 떨어져서」가 29.9%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판매에서는 「특성화 학교가 없어서」가 높는 비율로 나타나 직업별로 큰 차이

를 보임.

  - 소득에서는 300~400만원 구간에서 30.6%로 「특성화 학교가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른 구간에서는 「지역학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남.

다른지역(완도군 외) 고등학교 진학 희망 이유

<표 13-16> 다른지역(완도군 외) 고등학교 진학 희망 이유 (단위: %)

구    분 계 특성화 학교가
없어서

지역학교의
수준(교사자질 
등)이 낮아서

성적 등 학생 
수준이 

떨어져서

외지는 진학에 
도움이 되는 

사교육 시설이 
많아서

기 타

2 0 1 8 년 100.0 26.0 33.7 11.8 24.4 4.1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21.9 37.7 15.6 19.3 5.5
동 부 권 100.0 37.9 39.1 4.8 14.5 3.8
서 부 권 100.0 15.6 24.2 16.9 40.0 3.4
< 성   별 >
남 자 100.0 29.0 31.5 12.1 24.0 3.4
여 자 100.0 22.8 36.0 11.5 24.8 4.9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0.4 29.7 15.9 30.0 4.1
3 0 ~ 3 9 세 100.0 31.3 26.4 16.1 20.1 6.1
4 0 ~ 4 9 세 100.0 35.1 29.8 5.6 26.7 2.8
5 0 ~ 5 9 세 100.0 26.4 41.7 8.4 20.7 2.9
6 0 세  이 상 100.0 23.0 35.6 12.2 24.6 4.6
6 5 세  이 상 100.0 18.8 32.2 13.4 29.7 5.8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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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지난 1년간 건강을 위한 운동 경험(주된응답)
지난 1년간 건강을 위한 운동 경험은 「있다」 50.7%, 「없다」 49.3%

• 지난 1년간 건강을 위한 운동 경험은 「있다」 50.7%, 「없다」 49.3%,로 나타나
는데 「있다」의 경우 「걷기, 달리기」 66%, 「등산」 10.6%, 「축구」 7.1%, 「헬스, 
에어로빅」 4.8%, 「배드민턴, 테니스」 4.7% 순으로 나타남.

  - 60세 이상과 65세 이상에서 「있다」의 비율이 각각 36.1%, 32.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운

동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별/이혼의 경우에도 29.8%로 낮게 나타남.

  - 모든 조사 항목에서 「걷기, 달리기」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지역별 동부권에서 등산이 

20.2%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5~29세와 30~39세의 젊은 층에서 「축구」가 각각 17.3%와 1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성별에서는 남자의 경우 등산이 13.0%, 축구가 13.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운동 경험 운동 종목

<표 13-17> 지난 1년간 건강을 위한 운동 경험 (단위: %)

구    분 계 있다 없다소계1)
걷기,
달리
기

헬스,
에어
로빅

등
산

배드
민턴, 
테니
스

수
영 

요
가

자전
거, 

인라
인

축
구

농
구

줄넘
기, 

훌라
후프

탁
구

골
프

기 
타

2 0 1 8 년 100.0 50.7 100.0 66.0 4.8 10.6 4.7 0.1 0.9 1.5 7.1 0.0 0.8 0.5 1.5 1.5 49.3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58.5 100.0 67.9 3.9 6.1 2.9 0.0 1.3 3.5 9.8 0.0 0.0 0.0 2.7 1.9 41.5
동 부 권 100.0 35.9 100.0 53.9 4.9 20.2 6.1 0.4 0.5 0.0 9.8 0.0 1.7 0.4 0.7 1.4 64.1
서 부 권 100.0 64.1 100.0 74.6 5.7 7.5 5.5 0.0 1.0 0.4 1.3 0.0 0.9 1.3 0.6 1.0 35.9
< 성   별 >
남 자 100.0 54.9 100.0 56.1 6.5 13.0 5.3 0.2 0.3 0.7 13.2 0.0 0.0 0.6 2.2 2.0 45.1
여 자 100.0 46.6 100.0 77.5 2.8 7.9 3.9 0.0 1.7 2.5 0.0 0.0 1.6 0.5 0.7 0.9 53.4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59.7 100.0 52.8 12.6 4.7 6.4 0.0 0.0 0.0 17.3 0.0 3.8 0.0 0.0 2.4 40.3
3 0 ~ 3 9 세 100.0 70.5 100.0 45.4 9.7 9.1 7.6 0.0 2.1 2.2 16.3 0.0 0.0 2.3 2.9 2.6 29.5
4 0 ~ 4 9 세 100.0 62.6 100.0 69.4 2.9 5.5 5.2 0.0 1.1 2.2 7.5 0.0 0.0 0.7 4.9 0.7 37.4
5 0 ~ 5 9 세 100.0 58.3 100.0 68.8 0.6 16.6 4.8 0.6 1.2 2.7 2.0 0.0 0.7 0.0 0.0 2.0 41.7
6 0 세  이 상 100.0 36.1 100.0 78.8 2.4 13.1 2.0 0.0 0.6 0.8 0.7 0.0 0.0 0.3 0.7 0.7 63.9
6 5 세  이 상 100.0 32.7 100.0 80.4 2.4 11.2 2.2 0.0 0.9 0.5 0.4 0.0 0.0 0.5 1.0 0.5 67.3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주1) 운동 한 적이 있는 인원 수



2018년 전라남도·완도군 사회조사 

166

1318. 3개월 이상 암‧만성질환 증상 여부
3개월 이상 암‧만성질환 증상 여부는 「없다」 70.3%, 「있다」 29.7%

• 3개월 이상 암‧만성질환 증상 여부는 「없다」 70.3%, 「있다」 29.7%로 나타나
는데, 「있다」의 경우 「정기적 치료 받고 있다」 93.5%, 「치료받고 싶지만, 치료
받지 못하고 있다」 5.9%, 「치료받고 싶지 않아서, 치료받지 않고 있다」 0.6% 
순으로 나타남.

  - 암‧만성질환 증상 여부가 「있다」의 경우 「정기적 치료 받고 있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상태별에서 「미혼」이 14.7%, 연령대별로 「30~39세」가 21.2%, 「40~49세」가 14.5%로 

「치료받고 싶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 전문/관리에서 「치료받고 싶지 않아서, 치료받지 않고 있다」 12.3%로 다른 직업군

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며 「치료받고 싶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도 14.6%로 다소 높

게 나타남.

증상 여부 정기적 치료여부

<표 13-18> 3개월 이상 암‧만성질환 증상 여부 (단위: %)

구    분 계 있다

정기적 치료 여부

없다소계 정기적 치료 
받고 있다

치료받고 
싶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치료받고 싶지 
않아서, 

치료받지 않고 
있다

2 0 1 8 년 100.0 29.7 100.0 93.5 5.9 0.6 70.3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17.1 100.0 96.9 1.1 1.9 82.9
동 부 권 100.0 38.8 100.0 90.6 9.4 0.0 61.2
서 부 권 100.0 32.0 100.0 96.8 2.5 0.7 68.0
< 성   별 >
남 자 100.0 27.4 100.0 92.1 7.1 0.8 72.6
여 자 100.0 32.0 100.0 94.7 4.9 0.3 68.0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6 100.0 100.0 0.0 0.0 97.4
3 0 ~ 3 9 세 100.0 3.1 100.0 78.8 21.2 0.0 96.9
4 0 ~ 4 9 세 100.0 10.5 100.0 77.9 14.5 7.6 89.5
5 0 ~ 5 9 세 100.0 24.5 100.0 92.0 6.8 1.2 75.5
6 0 세  이 상 100.0 53.1 100.0 94.9 5.1 0.0 46.9
6 5 세  이 상 100.0 57.3 100.0 94.9 5.1 0.0 42.7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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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필요 서비스(주된응답)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연계」 22.7%

•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필요 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연계」 22.7%,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19.5%, 「교육프로그램」 17.9%, 「치매관련정보안내 
및 장기요양등급안내」 8.8%, 「치매환자 가족 상호지지 프로그램」 8.4%, 「치매
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지원」 7.4%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완도읍권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부권과 서

부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연계」가 각각 24.7%,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별에서 전문/관리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연계」가 31.1%로 가장 높고, 사무는 「치매환자 

가족 상호지지 프로그램」이 19.1%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판매와 기능/노무는 「치매 치료 관

리비 지원」이 각각 22.5%, 28.1%로 가장 높은데 비해 농림어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연

계」가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필요 서비스

<표 13-19>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필요 서비스 (단위: %)

구    분 계

교육프
로그램
(치매
관련)

치 매
관 련

정보안내 
및  장기 
요양 등급 

안내

치매환자 
가족 

상호지지 
프로그램

노인돌
봄종합
서비스 
연계

배회가능 
어르신 
배회 

감지기/
인식표 
제공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지원

의료
정보 
제공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례관리
를 통한 

지역자원 
서비스 
연계

지역사
회자원
강화를 
통한 

부정적 
인식개선

기 타

2 0 1 8 년 100.0 17.9 8.8 8.4 22.7 6.2 7.4 4.7 19.5 3.0 1.3 0.2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19.4 12.4 14.0 15.4 3.0 7.2 5.5 21.2 1.8 0.2 0.0
동 부 권 100.0 20.6 5.8 5.3 24.7 8.1 8.1 4.0 18.1 3.6 1.2 0.5
서 부 권 100.0 11.7 8.7 5.9 29.2 7.5 6.4 4.5 19.5 3.8 2.7 0.0
< 성   별 >
남 자 100.0 17.8 9.3 9.2 23.1 6.4 6.9 5.2 16.7 3.5 1.5 0.4
여 자 100.0 18.1 8.2 7.6 22.3 6.0 7.8 4.1 22.2 2.5 1.1 0.0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18.5 14.7 12.7 14.5 4.4 6.0 2.5 18.9 4.0 2.2 1.6
3 0 ~ 3 9 세 100.0 18.2 10.0 6.6 31.1 4.6 11.0 5.1 9.0 3.4 1.0 0.0
4 0 ~ 4 9 세 100.0 19.5 12.6 10.5 18.7 4.9 11.9 3.8 16.0 1.5 0.6 0.0
5 0 ~ 5 9 세 100.0 18.4 8.4 9.5 18.0 5.2 9.2 4.2 20.3 4.2 2.5 0.0
6 0 세  이 상 100.0 17.0 5.5 6.3 26.5 8.1 4.7 5.7 23.0 2.6 0.7 0.0
6 5 세  이 상 100.0 16.6 5.8 6.3 27.5 7.5 4.7 5.4 23.1 2.5 0.6 0.0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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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생활쓰레기 감량 방안

생활쓰레기 감량 방안은 「철저한 분리수거 운동 전개」 42.3%

• 생활쓰레기 감량 방안은 「철저한 분리수거 운동 전개」 42.3%, 「1회용품 사용 
자재」 26.5%, 「시책관련 법령  위반시 강력한 제재」 13.5%, 「식생활 문화 개
선(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2.4%, 「쓰레기 봉투값 인상」 4.8%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경제활동, 직업, 소득 등 모든 항목에서 대부분 「철저한 

분리수거 운동 전개」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1회용품 사용자재」로 나타남.

  - 「시책관련 법령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지역별로는 완도

읍(25.2%) 높고, 연령별로는 15~29세(28.6%)가 높은 비율을 나타남.

생활쓰레기 감량 방안

<표 13-20> 생활쓰레기 감량 방안 (단위: %)

구    분 계 쓰레기 
봉투값 인상

철저한 
분리수거 
운동 전개

1회용품 
사용 자재

식생활 문화 
개선(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책관련 
법령 위반시 
강력한 제재

기 타

2 0 1 8 년 100.0 4.8 42.3 26.5 12.4 13.5 0.6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5.4 33.5 24.4 11.4 25.2 0.2
동 부 권 100.0 3.7 50.5 26.4 13.1 6.2 0.1
서 부 권 100.0 5.7 40.8 29.5 12.5 9.6 1.8
< 성   별 >
남 자 100.0 4.9 41.6 25.5 11.5 15.7 0.8
여 자 100.0 4.6 43.0 27.5 13.2 11.3 0.3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8 40.4 15.3 11.8 28.6 1.0
3 0 ~ 3 9 세 100.0 6.5 39.5 26.6 7.8 19.6 0.0
4 0 ~ 4 9 세 100.0 4.5 42.2 28.2 11.1 13.0 1.0
5 0 ~ 5 9 세 100.0 5.7 39.5 30.7 12.0 11.8 0.4
6 0 세  이 상 100.0 4.6 44.8 27.7 14.3 8.2 0.5
6 5 세  이 상 100.0 4.6 42.9 28.2 15.5 8.3 0.5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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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방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방안은 「상습투기 장소 카메라 설치」 47.8%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방안은 「상습투기 장소 카메라 설치」 47.8%가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쓰레기처리 중요성  및 심각성 적극 홍보」 24.8%, 「노인 
일자리 참여인력을 활용 주변정리」 17.9%, 「주민환경감시단 활성화」 4.9%, 
「청소행정 포상제 활성화」 3.9% 순으로 나타남.

  - 거의 대부분의 조사 항목에서 「상습투기 장소 카메라 설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쓰레기처

리 중요성  및 심각성 적극 홍보」로 나타남.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방안

<표 13-21>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방안 (단위: %)

구    분 계
상습투기 

장소 카메라 
설치

쓰레기처리 
중요성 및 

심각성 적극 
홍보

노인 일자리 
참여인력을 

활용 
주변정리

청소행정 
포상제 
활성화

주민환경감
시단 활성화 기 타

2 0 1 8 년 100.0 47.8 24.8 17.9 3.9 4.9 0.8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50.2 19.2 17.2 5.1 7.9 0.5
동 부 권 100.0 41.5 32.3 18.0 4.1 3.9 0.1
서 부 권 100.0 54.6 20.2 18.8 1.8 2.4 2.2
< 성   별 >
남 자 100.0 47.0 25.2 17.9 4.6 4.2 1.0
여 자 100.0 48.5 24.4 17.9 3.1 5.5 0.6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40.9 29.8 17.4 5.8 2.8 3.3
3 0 ~ 3 9 세 100.0 43.1 20.8 23.7 5.5 5.8 1.0
4 0 ~ 4 9 세 100.0 40.4 32.3 19.7 2.8 4.8 0.0
5 0 ~ 5 9 세 100.0 53.4 23.6 12.3 4.3 6.1 0.4
6 0 세  이 상 100.0 51.0 22.2 18.5 3.0 4.9 0.4
6 5 세  이 상 100.0 52.0 22.2 17.4 3.4 4.6 0.3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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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기후변화 체감 정도
기후변화 체감 정도는 「보통 체감」 36.4%,

• 기후변화 체감 정도는 「보통 체감」 36.4%, 「많이 체감」 33.7%, 「약간 체감」 
24.7%, 「거의 체감 못함」 4.6%, 「전혀 체감 못함」 0.6%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완도읍권과 동부권에서 「보통 체감」이 각각47.5%, 40.3%로 가장 높은데 비해 서

부권에서는 「많이 체감」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많이 체감」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전문/관리, 사무, 서비스/판매에서 각각 42.3%, 38.5%, 35.8%로 「보통 체감」 비율

이 가장 높은데 반해 농림 어업에서는 「많이 체감」이 38.7%로 가장 높고 기능/노무에서는 

「약간 체감」이 36.3%로 가장 높아 체감에 직업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후변화 체감 정도

<표 13-22> 기후변화 체감 정도 (단위: %)

구    분 계 많이 체감 약간 체감 보통 체감 거의 체감
못함

전혀 체감
못함

2 0 1 8 년 100.0 33.7 24.7 36.4 4.6 0.6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19.8 24.9 47.5 6.3 1.6
동 부 권 100.0 32.3 25.6 40.3 1.7 0.0
서 부 권 100.0 54.5 23.0 15.2 6.9 0.4
< 성   별 >
남 자 100.0 35.4 23.6 34.0 6.0 1.0
여 자 100.0 32.0 25.8 38.6 3.2 0.3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3.3 13.4 50.3 10.3 2.8
3 0 ~ 3 9 세 100.0 32.2 27.3 35.4 3.0 2.0
4 0 ~ 4 9 세 100.0 35.1 29.4 29.4 6.1 0.0
5 0 ~ 5 9 세 100.0 37.5 30.7 27.9 3.9 0.0
6 0 세  이 상 100.0 35.3 23.6 38.0 2.9 0.1
6 5 세  이 상 100.0 34.1 23.4 38.7 3.6 0.2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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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기후변화 체감 이유(주된응답)
기후변화 체감 이유는 「지속적 가뭄, 폭염, 혹한」 78.7%

• 기후변화 체감 이유는 「지속적 가뭄, 폭염, 혹한」 78.7%, 「국지성 호우, 폭설」 
6.8%, 「미세먼지 등 오염에 따른 공기질 변화」 6.6%, 「해수면 상승」 6.3%, 
「농작물의 생장과 재배작목 변화」 1.4%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조사항목에서 「지속적 가뭄, 폭염, 혹한」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연령별에서 30~39세는 「지속적 가뭄, 폭염, 혹한」이 63.4%로 다른 연령대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는데 비해 「미세먼지 등 오염에 따른 공기질 변화」가 19.1%, 「국지성 호우, 폭설」이 
12.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항목에서 약간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 사무에서 「지속적 가뭄, 폭염, 혹한」이 56.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해 비율이 낮은 반면 「미세먼지 등 오염에 따른 공기질 변화」가 19.3%로 다른 
직업군에 비교해 높게 나타남.

기후변화 체감 이유

<표 13-23> 기후변화 체감 이유 (단위: %)

구    분 계
지속적 

가뭄, 폭염, 
혹한

국지성 
호우, 폭설

미세먼지 
등 오염에 

따른 
공기질 
변화

농작물의 
생장과 

재배작목 
변화

해수면 
상승 기 타

2 0 1 8 년 100.0 78.7 6.8 6.6 1.4 6.3 0.3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78.8 4.6 12.6 0.9 3.0 0.0
동 부 권 100.0 78.0 13.3 3.3 1.6 3.8 0.0
서 부 권 100.0 79.4 0.6 5.7 1.7 11.8 0.8
< 성   별 >
남 자 100.0 76.1 7.7 6.5 1.1 8.4 0.2
여 자 100.0 81.2 5.8 6.6 1.8 4.2 0.4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83.1 3.3 0.0 0.0 13.6 0.0
3 0 ~ 3 9 세 100.0 63.4 12.1 19.1 1.1 4.4 0.0
4 0 ~ 4 9 세 100.0 72.4 11.6 5.5 3.6 6.9 0.0
5 0 ~ 5 9 세 100.0 76.2 7.2 9.2 1.6 5.3 0.4
6 0 세  이 상 100.0 85.0 4.2 3.9 0.9 5.6 0.4
6 5 세  이 상 100.0 88.8 2.7 3.5 0.9 3.8 0.3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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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 방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28.3%

•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제도
적 장치 마련」 28.3%, 「자원순환(재활용) 활성화」 20.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충」 18.3%,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운동 전개」 17.3%, 「군민대상 교육, 홍보 
강화」 10.3%, 「에너지 관련 비용 인상으로 차량, 전기 등의 사용량 억제」 
5.1% 순으로 나타남.

  - 거의 대부분 조사 항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장 높게 나
타남.

  - 지역별로 볼 때 완도읍권과 동부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각각 34.1%, 26.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서부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자원순환(재활용) 활성화」가 23.6%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남

  - 직업별로 기능/노무가 다른 직업군과는 달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충」이 24.0%로 가장 높
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21.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 방안

<표 13-24>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 방안 (단위: %)

구    분 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신재생에
너지 

보급 확충

자원순환(
재활용) 
활성화

에너지 
관련 비용 
인상으로 

차량, 전기 
등의 사용량 

억제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운동 

전개

군민대상 
교육, 홍보 

강화
기 타

2 0 1 8 년 100.0 28.3 18.3 20.3 5.1 17.3 10.3 0.4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34.1 21.9 22.1 2.1 11.3 8.5 0.0
동 부 권 100.0 26.4 14.6 16.6 4.5 22.7 15.0 0.2
서 부 권 100.0 23.6 19.2 23.6 9.9 16.8 5.3 1.5
< 성   별 >
남 자 100.0 28.5 20.5 19.4 5.3 15.8 10.0 0.5
여 자 100.0 28.0 16.1 21.1 4.9 18.8 10.7 0.3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35.1 21.0 18.9 4.3 14.0 6.7 0.0
3 0 ~ 3 9 세 100.0 33.7 22.7 14.5 3.7 15.2 9.2 1.0
4 0 ~ 4 9 세 100.0 23.8 26.6 19.1 6.4 14.0 10.2 0.0
5 0 ~ 5 9 세 100.0 32.0 15.1 24.2 5.3 16.2 6.9 0.3
6 0 세  이 상 100.0 24.7 15.1 20.8 5.2 20.4 13.2 0.6
6 5 세  이 상 100.0 23.9 15.6 20.9 5.2 20.1 13.8 0.5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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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완도군의 관광발전 중점 추진 사업(주된응답)
「지역특산품 및 먹거리 개발」 21.6%

• 완도군의 관광발전 중점 추진 사업은 「지역특산품 및  먹거리 개발」 21.6%, 
「역사 및 전통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20.4%, 「자연생태 관광자원 활성화」 
13.9%, 「놀이공원, 종합레저시설 육성 개발」 9.7%,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
화」 9.6%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완도읍권에서는 「역사 및 전통문화 관광자원 활성화」가 23.5%, 「자연생태 관광자원 

활성화」가 23.3%로 높게 나타난 반면 동부권과 서부권에서는 「지역특산품 및 먹거리 개발」

이 각각 27.0%,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이 낮을수록 「지역특산품 및  먹거리 개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높을수록 「역

사 및 전통문화관광자원 활성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완도군의 관광발전 중점 추진 사업

<표 13-25> 완도군의 관광발전 중점 추진 사업 (단위: %)

구    분 계
역사 및 
전통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자연생태 
관광자원 
활성화

놀이공원,
종합레저

시설 
육성 
개발

각종 
축제 및 

행사 
활성화

지역특
산품 및 
먹거리 
개발

호텔 및 
콘도 등 
숙박시설 

활충

해양스
포츠 등 
레저스
포츠 
시설 
확충

관광지 
진입도
로 등 
교통인
프라 
확충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

관광시설 
종사자등 
친절도 
강화

기 타

2 0 1 8 년 100.0 20.4 13.9 9.7 6.0 21.6 1.4 5.8 8.5 9.6 3.1 0.1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23.5 23.3 7.8 9.8 12.2 1.1 5.0 1.9 8.0 7.0 0.3
동 부 권 100.0 18.5 8.0 10.5 4.3 27.0 1.5 5.6 10.7 12.8 1.0 0.0
서 부 권 100.0 19.2 10.7 11.1 3.6 25.4 1.5 7.1 13.8 6.5 1.1 0.0
< 성   별 >
남 자 100.0 19.5 13.4 10.4 6.0 21.0 1.8 7.0 8.2 9.4 3.2 0.2
여 자 100.0 21.3 14.3 9.1 6.1 22.1 1.0 4.6 8.9 9.7 2.9 0.0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3.4 14.5 18.9 10.0 11.7 0.0 5.4 6.6 6.5 2.9 0.0
3 0 ~ 3 9 세 100.0 17.9 24.0 10.2 4.9 10.8 2.8 8.2 12.4 3.6 5.0 0.0
4 0 ~ 4 9 세 100.0 15.2 17.1 12.6 5.1 17.2 1.2 9.2 8.6 10.0 3.1 0.8
5 0 ~ 5 9 세 100.0 21.9 13.9 7.8 7.6 21.6 1.9 6.9 7.0 8.0 3.2 0.0
6 0 세  이 상 100.0 21.1 10.1 6.6 4.6 28.6 1.3 3.8 8.8 12.5 2.5 0.0
6 5 세  이 상 100.0 21.6 10.2 7.3 4.6 30.3 1.2 2.8 8.9 11.8 1.3 0.0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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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전복산업 등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주된응답)
전복산업 등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은 「과잉생산에 따른 판매 대책」 29.8%

• 전복산업 등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은 「과잉생산에 따른 판매 대책」 29.8%, 
「어업인력 확보 애로」 16.8%, 「어장 환경 변화」 15%, 「적조, 고수온, 등 환경
변화」 13.3%, 「판매가격하락」 12.6%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조사항목에서 「과잉생산에 따른 판매 대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19세는 「과잉생산에 따른 판매 대책」에서 27.0%로 가장 높게 나타지만 「어업

인력 확보 에로」가 23.4%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에서 「과잉생산에 따른 판매 대책」이 가장 높고 「어업인력 확보 에로」, 

「어장 환경 변화」순으로 나타남.

전복산업 등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점

<표 13-26> 전복산업 등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점 (단위: %)

구    분 계
어업인력 

확보 
애로

어장 
환경 
변화

적조, 
고수온, 

등 
환경변화

생산원가 
상승

과잉생산
에 따른 
판매 대책

판매가격
하락

어업인 
준법 
정신 
결여

기후 
환경 
변화

기 타

2 0 1 8 년 100.0 16.8 15.0 13.3 4.4 29.8 12.6 1.6 6.0 0.5
< 지 역 별 >
완 도 읍 권 100.0 19.9 17.0 17.7 2.2 26.9 5.0 1.4 9.3 0.6
동 부 권 100.0 19.8 13.7 8.4 4.7 32.1 15.0 0.5 5.3 0.5
서 부 권 100.0 7.9 14.7 15.3 6.8 29.7 18.8 3.6 2.6 0.5
< 성   별 >
남 자 100.0 17.9 16.2 11.5 4.3 31.6 11.2 1.8 4.6 1.0
여 자 100.0 15.7 13.9 15.1 4.4 28.0 13.9 1.4 7.4 0.1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3.4 20.1 8.8 1.0 27.0 3.5 2.5 10.6 3.0
3 0 ~ 3 9 세 100.0 19.8 14.1 18.4 4.1 26.2 11.6 1.8 4.0 0.0
4 0 ~ 4 9 세 100.0 18.7 15.6 12.0 6.2 28.4 8.6 2.8 7.3 0.5
5 0 ~ 5 9 세 100.0 13.3 15.4 15.5 3.2 29.8 14.1 2.7 6.2 0.0
6 0 세  이 상 100.0 14.9 13.4 13.0 5.5 31.9 16.3 0.4 4.6 0.1
6 5 세  이 상 100.0 15.1 13.7 12.3 5.6 32.7 15.9 0.3 4.2 0.1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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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해양헬스케어산업(해양치유산업)이 미치는 효과
선도지역으로 선정을 「알고 있다」 26.7%, 「모른다」 73.3% 

• 해양헬스케어산업(해양치유산업)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6.7%, 「모른다」 73.3%로 나타남. 

  - 성별로, 「알고 있다」 응답은 남자(33.8%)가 여자(19.8%)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알고 있다」 응답은 40대(40.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34.5%), 50대

(33.0%), 10~20대(22.5%), 60대 이상(18.9%), 65세 이상(15.6%) 순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알고 있다」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 「알고 있다」 응답은 사무직(5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관리(44.8%), 농림

어업(36.0%), 서비스/판매(32.0%), 기능/노무(20.3%) 순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 「알고 있다」 응답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남.

• 해양헬스케어산업(해양치유산업)이 미치는 효과가 「크다(매우크다+약간크다)」 
의견은 주민건강 증진이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 및 취업기회 
확대 58.3%, 농어촌 경쟁력 강화 54.2%, 의료(보건)공간 제공 49.8%, 지방세
수 증가 39.8% 순으로 나타남. 

선도지역 선정 인지 여부 해양헬스케어산업(해양치유산업)이 미치는 효과

<표 13-27> 해양헬스케어산업(해양치유산업)이 미치는 효과 (단위: %)

구    분 계
선도지역 
선정을 

알고있다
모른다소계 매우

크다
약간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적다

매우
적다

주민건강 증진 100.0 26.7 100.0 10.4 50.0 35.7 2.9 1.0 73.3

일자리 및 취업기회 확대 100.0 26.7 100.0 9.9 48.4 38.3 2.7 0.7 73.3

지방세수 증가 100.0 26.7 100.0 5.8 34.0 57.0 2.5 0.7 73.3

농어촌 경쟁력 강화 100.0 26.7 100.0 11.2 43.0 42.0 2.6 1.2 73.3

의료(보건)공간 제공 100.0 26.7 100.0 8.9 40.9 45.0 3.7 1.4 73.3

출처 : 완도군 사회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