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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I.

1. 조사 개요

표본 계2.

조사 내용3.

응답자 특4.

척도에 한 명5.

고객 만족도 산출모6. (CSI)





조사개요1.

1) 조사 내용
￭ 주거 시정 경제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에 대한 과천시민에 대한, , , , ,

의식구조 및 행정수요 파악

조사 상2) ￭ 경기도 과천시 년 이상 거주 만 세 이상 가구원1 20

조사 법3)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1:1￭

효 표본4)
명 가구 표본 원칙2,000 (1 1 )￭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가구수 기준 는95% ( ) ±2.19%p￭

표본 추출5) ￭ 동별 성별 연령별 주택유형별 층화추출, , (stratified sampling)

조사 간6) 년 월 일 년 월 일 주간2016 6 15 ~ 2016 7 13 (4 )￭

주7) 과천시청￭

행8) 주 씨에스넷( )￭



표본 설계2.

본 조사의 표집 모집단은 과천시 개 가구 세 이상 가구원으로 정의함24,656 , 20

중앙동 가구 갈현동 가구 별양동 가구2,988 5,031 5,300△ △ △

부림동 가구 과천동 가구 문원동 가구4,550 3,964 2,823△ △ △

본 조사의 모집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

세대주가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세대①

주택유형이 단독주택 단독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기타인 세대‘ ’( / ), ‘ ’, ‘ ’, ‘ / ’②

연립주택 기타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사원아파트 등이 일부 포함(‘ / ’ ‘ ’, ‘ ’ )

최종 표본추출 단위는 세대③

표본 추출틀은 행정자치부 년 월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함2016 5

단 거주불명등록자는 제외하고 거주자만을 조사에 포함함,

한편 본 조사의 목적 상 주택 유형별 표본설계가 필요한 바 주민등록인구통계, , 에 해당자료가

없고 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2015 년 인구주택총조사의2010

주택유형 분포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함.

구분 총세대수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세대수 개( ) 24,656 2,988 5,031 5,300 4,550 3,964 2,823

비율(%) 100.0 12.1 20.4 21.5 18.5 16.1 11.4

모집단 행정동별 가구수 현황[ ]

자료출처 년 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6 5 ,※

구분 총세대수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세대수개( ) 16,669 1,935 13,164 776 794

비율(%) 100.0 11.6 79.0 4.7 4.8

모집단 주택유형별 현황[ ]

자료출처 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



조사 단계별 표본설계3.

동별 표본배분1)

세대수의 배분을 위해 성 연령 동별 단순 비례배분 방식을 적용․ ․

표본추출틀은 년 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해 아래와 같이 산출됨2016 5

이를 바탕으로 성 연령 동별 가구를 비례배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2,000․ ․

구분　 계
대20 대30 대40 대50 대 이상6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중앙동 6,764 706 635 386 454 593 765 781 822 715 907

갈현동 11,017 980 882 859 1,096 1,401 1,471 1,140 1,183 860 1,145

별양동 12,519 1,287 1,197 818 853 1,213 1,614 1,490 1,529 1,064 1,454

부림동 9,944 937 859 738 779 1,104 1,293 1,119 1,137 808 1,170

과천동 7,481 634 519 905 723 769 637 663 749 885 997

문원동 5,883 434 452 482 483 650 703 603 612 592 872

합계 53,608 4,978 4,544 4,188 4,388 5,730 6,483 5,796 6,032 4,924 6,545

동별 성별 연령별 세 이상 모집단 현황[ / / 20 ]

자료출처 년 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6 5 ,※

구분　 계
대20 대30 대40 대50 대 이상6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중앙동 253 26 24 14 17 22 29 29 31 27 34

갈현동 412 37 33 32 41 52 55 43 44 32 43

별양동 465 47 44 31 32 45 59 56 57 40 54

부림동 371 35 32 28 29 41 48 42 42 30 44

과천동 280 24 19 34 27 29 24 25 28 33 37

문원동 219 16 17 18 18 24 26 22 23 22 33

합계 2,000 185 169 157 164 213 241 217 225 184 245

동별 성별 연령별 세 이상 표본 구성 가구[ / / 20 : 2,000 ]



주택유형별 표본배분2)

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주택유형 분포자료를 활용하여 표본 배분2010◦

이를 바탕으로 동별 주택유형별 가구를 비례배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2,000◦

구분 총세대수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앙동 2,584 228 2,000 5 351

갈현동 4,517 136 4,288 32 61

별양동 3,991 224 3,518 56 193

부림동 3,509 219 3,242 48 -

과천동 1,278 562 116 428 172

문원동 790 566 - 207 17

총세대수 1,669 1,935 13,164 776 794

동별 주택유형별 세대 현황[ / ]

자료출처 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

구분 총세대수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앙동 253 23 196 0 34

갈현동 412 13 390 3 6

별양동 465 26 409 7 23

부림동 371 23 343 5 -

과천동 280 124 25 93 38

문원동 219 156 - 58 5

총세대수 2,000 365 1363 166 106

동별 주택유형별 표본 구성 가구[ / : 2,000 ]



세대 인원별 표본배분3)

년 월 주민등록인구통계 분포자료를 활용하여 표본 배분2016 5◦

이를 바탕으로 동별 세대인원별 가구를 비례배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2,000◦

구분 총세대수 인 세대1 인 세대2 인 세대3 인 세대 이상4

중앙동 2,988 744 537 636 1,071

갈현동 5,031 1,171 859 1,085 1,916

별양동 5,300 987 938 1,170 2,205

부림동 4,550 1,083 818 1,020 1,629

과천동 3,964 1,698 830 639 797

문원동 2823 911 544 508 860

총세대수 24,656 6,594 4,526 5,058 8,478

동별 세대인원별 세대 현황[ / ]

자료출처 년 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6 5 ,※

구분 총세대수 인 세대1 인 세대2 인 세대3 인 세대 이상4

중앙동 253 63 45 54 91

갈현동 412 96 70 89 157

별양동 465 87 82 103 193

부림동 371 88 67 83 133

과천동 280 120 59 45 56

문원동 219 71 42 39 67

총세대수 2,000 525 365 413 697

동별 세대인원별 표본 구성 가구[ / : 2,000 ]



현장 실사4.

조사대상 가구 결정

추출된 통반 내에서 반장집을 최초로 번째 계통추출로 배분된 수만큼의 가( ) k

구를 최종 표본으로 추출함.

단 아파트와 같은 층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반장집을 중심으로 한5

방법으로 가구를 추출함Grid Method .

가구 추출을 위한 번째 계통추출 예시K (k=3)【 】

최종 조사대상자 결정

세대 표본을 원칙으로 진행1 1

만 세 이상의 해당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생일이 가장 가까운 구성원을20

조사 대상으로 함

(Birthday-Method는 미국 등 조사 선진국에서 모집단 비율에 근접할 수 있는

최적의 조사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음)

가구조사는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거나 혹은 설문지를 맡겨놓았다가 나중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 가능함



조사 내용5.

주거 근린 환경� ･

과천시 만족도

과천시가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과천시에 살면서 불편한점

과천시 정체성

과천시 지향점

과천시의 대표 상징

년 미래 과천 직면 문제2040

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2040

년 적정 인구규모2040

거주지 쾌적성

거주지 편리성

거주지 안전성

거주지 공동체의식

거주지 경제적 가치

사업지구 아파트 입주 의향 및 이유

그린벨트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사항

시� 소통 참여･ ･

과천시 정책 실천도

민선 기 대비 기 개선 정도5 6

개인 민원 및 정책제안 경험

시민들의 정책참여 애로사항

과천시 공무원 만족도

과천시 시정 만족도

과천시 행정정보 습득경로

시로부터 제공 받길 원하는 정보

고용창출 경 취업 창업( )� ･ ･

현재 경제활동 여부

근무하고 있는 직종

근무지의 채용 형태

구직활동 여부 및 계획

구직기간

창업지원센터 이용 의향

창업시 가장 큰 문제점

청년세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여성의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

교통 환경 안� ･ ･

주로 이용하는 교통 수단

과천시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과천시 교통 문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

자연환경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

생태 및 자연환경 시설 이용 정도

생태 및 자연환경 시설 만족도

하천관리 시 중점 사항

등산 시 느끼는 점

밤줍기 행사 유료화 의견

과천시 주변 도로개발계획 관련 의견

과천시 도시경관 만족도

도시환경개선분야 중 최우선 분야

복지 의료 건강� ･ ･

복지분야 최우선 추진 과제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확대 필요 사항

청소년 복지를 위한 필요 사항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한 필요 사항

보육활성화를 위한 중점 사항

은퇴자 지원 방안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할 건강증진 사업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향후 삶의 만족도 예상

교 화 체� ･ ･ ･

자녀 교육 시 가장 중요한 점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원 역할

공교육 보완 지원 사항

공교육 만족도

과천지역 학교폭력 우려 정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

과천시 문화체육 행사 참여 여부

과천 누리마 축제 참여여부 및 만족도

과천의 축제 발전 방향

추사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의견

도서관에서 제공되어야 할 중점 서비스



응답자 특성6.

사례수 %

전 체[ ] 2,000 100.0

성별
남성 956 47.8

여성 1,044 52.2

연령별

대20 354 17.7

대30 321 16.1

대40 454 22.7

대50 442 22.1

세 이상60 429 21.5

거주기간별

년 미만1-3 133 6.7

년 미만3-5 172 8.6

년 미만5-10 386 19.3

년 미만10-15 359 18.0

년 미만15-20 306 15.3

년 이상20 644 32.2

현거주지 주택 유형별

단독주택 365 18.3

아파트 1,363 68.2

다세대주택 166 8.3

연립주택 기타/ 106 5.3

현 거주지 주택 규모별

평대 이하10 400 20.0

평대20 826 41.3

평대30 676 33.8

평대40 79 4.0

평대 이상50 19 1.0

주거점유

형태별

자가 1,074 53.7

전세 766 38.3

월세 민간( ) 153 7.7

임대 공공( ) 7 .4

주택 형태 이동별

일반주택 일반주택→ 566 28.3

일반주택 아파트→ 372 18.6

아파트 일반주택→ 71 3.6

아파트 아파트→ 991 49.6

직업별1)

화이트칼라2) 631 31.6

블루칼라3) 592 29.6

주부 395 19.8

학생 83 4.2

무직 기타/ 299 15.0

소득별

만원 미만200 247 12.4

만원 미만200-300 332 16.6

만원 미만300-400 386 19.3

만원 미만400-500 441 22.1

만원 이상500 594 29.7

1)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 기준

2) 화이트 칼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 ,

3) 블루 칼라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 , , ,

※ 화이트칼라는 경영 금융 법률 등 일반직 종사자와, , 기업체 고위직 종사자 고위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직업군을 말하며, , ,

블루칼라는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주로 생산, ,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단 블루칼라에는 농.



사례수 %

전 체[ ] 2,000 100.0

소비별

만원 미만200 682 34.1

만원 미만200-300 537 26.9

만원 미만300-400 430 21.5

만원 미만400-500 202 10.1

만원 이상500 149 7.5

행정동

중앙동 253 12.7

갈현동 412 20.6

별양동 465 23.3

부림동 371 18.6

과천동 280 14.0

문원동 219 11.0

가구형태별

인 가구1 530 26.5

세대 가구1 328 16.4

세대 가구2 1,095 54.8

세대 가구3 47 2.4

주 소득자별

본인 1,139 57.0

배우자 614 30.7

미혼자녀 33 1.7

기혼자녀 23 1.2

손자녀 3 .2

부모 장인장모시부모( , , ) 182 9.1

조부모 1 .1

미혼형제 자매, 2 .1

기타 3 .2

주 소득자 소득원별

근로사업 소득․ 1,852 92.6

자산소득 67 3.4

사적 이전 소득 25 1.3

공적 이전 소득 56 2.8

주 소득자 학력별

중졸이하 90 4.5

고졸이하 643 32.2

대졸이하 1,196 59.8

대학원이상 71 3.6

임어업 숙련 종사자는 제외 된다.



척도에 관한 설명7

산출방법

Likert Scale Method❚

본 조사에서는 점척도법 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가장 일반적인5 (5 Point interval Scale) ,

식Likert 측정 로서 중앙값이 점 보통이다 으로 집중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Scale , 3 ( )

단점이 있으나 응답자의 응답 및 척도의 언어화가 쉽고 점 환산이 편하다는 점에서, , 100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척도임

특히 점척도 평균은 만족도 관련 질문의 경우 점은 매우 불만 점은 다소 불만 점, 5 1 “ ”, 2 “ ”, 3

은 보통 점은 만족 점은 매우 만족 으로 구성됨“ ”, 4 “ ”, 5 “ ”

점 평균은 점 점 미만은 매우 불만 점 점 미만은 다소 불만100 0 ~14.3 “ ”, 14.3 ~28.6 “ ”, 28.6

점 점 미만은 불만 점 점은 보통 점 초과 점은 다소 만족~42.9 “ ”, 42.9 ~57.1 “ ”, 57.1 ~71.4 “ ”,

점 초과 점은 만족 점 점은 매우 만족 으로 구성됨71.4 ~85.7 “ ”, 85.7 ~100 “ ”

점척도5【 】

매우 부정 다소 부정 보통 다소 긍정 매우 긍정
반드시강화 다소강화 행 로 다소 완화 반드시 완화

점척도 평균에 따른 수준5【 】

1 ~ 1.75 ~ 2.25 ~ 2.75 ~ 3.25 ~ 3.75 ~ 4.25 ~ 5

매우 부정 부정 다소 부정 보통 다소 긍정 긍정 매우 긍정

반드시 강화 강화 다소 강화 행 로 다소 완화 완화 반드시 완화

점 평균에 따른 수준100【 】

0 ~ 14.3 ~ 28.6 ~ 42.9 ~ 57.1 ~ 71.4 ~ 85.7 ~ 100

매우 부정 부정 다소 부정 보통 다소 긍정 긍정 매우 긍정

반드시 강화 강화 다소 강화 행 로 다소 완화 완화 반드시 완화



만족도 산출모형8. (CSI)

고객만족도 의 정의(CSI)�

고객만족도 의 구성과 개념1. (CSI)

본 조사에서 고객만족도란 과천시 주거환경과 단지 단지 재건축 영향에 대해‘ ’ 3 , 11

전반의 환경 요소에 대해 거주 주민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를 의미함‘ ’ ‘ ’

고객만족도는 주거 환경 전반에서 주민이 접하는 환경의 속성품질에 대한 주관‘ ’ ․

적 평가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공동체 의식 경제적’, ‘ ’, ‘ ’, ‘ ’, ‘

가치 등 주거환경과 재건축 후 변화’ 등이 그 평가 대상이 됨

만족도의 생성2.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은 주거환경 품질에 대한 과천시민의 사전 기대와 해당‘ ’ ( )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사후 품질의 격차에 의해 발생함( )

만족도 형성 요인은 경험한 서비스 품질 이외에 개인적 욕구 과거 경험 커뮤니, ,

케이션 효과에 의해 형성된 기대 수준 그리고 가 크게 작용된다는 점Personality

에서 이러한 변수를 감안한 결과 해석이 필요함,

기대

수준

경험

품질

경험

품질

기대

수준



고객만족도 산출방법�

종합만족도 구성과 개념1.

과천 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고객만족도 산출방식은 차원종합만족도와 체감만족

도에 각각 의 중요도를 반영하였으며 만족도는 점 만점 기준임0.5 , 100

종합만족도 차원종합만족도 체감만족도= [ ×0.5] + [ ×0.5]−

차원종합만족도는 종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평가차원으로 구성되며

평가차원은 각각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주거환경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공동체의식 경제적 가치 등 개[ - ‘ ’, ‘ ’, ‘ ’, ‘ ’, ‘ ’ 5

차원으로 구성 ]

재건축 영향 평가 쾌적성 변화 편리성 변화 안전성 변화 공동체의식[ - ‘ ’, ‘ ’, ‘ ’, ‘

변화 경제적 가치 변화 등 개 차원으로 구성’, ‘ ’ 5 ]

차원만족도Yi=▪ 차원중요도Si=▪ 차원수p=▪

체감만족도란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이용고객이 느끼는 종합만족수준이며

점 척도를 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정의함5 100

전반적 만족도 문항의 관측치Xi=▪ 사례수n=▪

종합만족도

�

차원종합만족도
+

체감만족도

점.○○○ × 0.5 점.○○○ × 0.5



차원 및 항목만족도 산출체계2.

차원만족도란 각 차원에 대한 세부 항목만족도와 각 항목별 가중치의 합으로 구성됨

주거환경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공동체의식 경제적 가치 등[ - ‘ ’, ‘ ’, ‘ ’, ‘ ’, ‘ ’ 5개의

각 차원에 대한 세부 항목만족도와 항목별 가중치의 합으로 구성 ]

재건축 영향 평가 쾌적성 변화 편리성 변화 안전성 변화 공동체의식[ - ‘ ’, ‘ ’, ‘ ’, ‘

변화 경제적 가치 변화 등’, ‘ ’ 개의 각 차원에 대한 세부

항목만족도와 항목별 가중치의 합으로 구성 ]

차원만족도Yi=▪ 항목만족도Xj=▪ 항목가중치mj=▪

항목수m=▪

차원중요도는 차원체감만족도와 체감만족도간의 상관관계분석‘ ’ ’ ’ (Correlation

후 상관계수 값을 전체 으로 하여 산정함Analysis) 100

주거환경[ 차원체감만족도 문 문 문 문 문- ‘ ’( 8-1, 9-1, 10-1, 11-1, 12-1),

체감만족도 문‘ ’( 13) ]

[ 재건축 영향 평가 차원체감만족도 문 문 문 문 문- ‘ ’( 2-1, 3-1, 4-1, 5-1, 6-1),

체감만족도 문‘ ’( 7) ]

단 차원중요도의 합은 임, 1

항목만족도란 각 문항별 만족수준이며 점 척도를 점 만점으로 환산하여5 100

산술평균한 값으로 정의함

문항별 관측치 점 척도 점수Xi= (5 )▪ 사례수n=▪

항목중요도는 항목별 만족도와 차원체감만족도간의 상관관계분석‘ ’ ‘ ’

후 상관계수를 전체 으로 하여 산정함(Correlation Analysis) 100

항목중요도의 합은 임: 1



종합만족도 산출체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음.

항목중요도Ｘ

항목만족도① 차원중요도Ｘ

항목만족도②
차원
만족도

항목만족도③

항목만족도④

항목만족도⑤
차원
만족도

차원
종합만족도

항목만족도⑥ 50%Ｘ

항목만족도⑦ 종합만족도

항목만족도⑧
차원
만족도

항목만족도⑨

⋮ 체감만족도 50%Ｘ

⋮



핵심개선과제의 추출을 위한 분석Portfolio�

만족도를 구성하는 평가차원 및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해 산출된 중요도와‘ ’

만족도간의 관계를 각형 안에 나타냄으로써 시점에서 활용 가능4 Box Graph , 現

한 자원의 투입 순서를 결정하고 중점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서비스 만족도 제고,

를 위한 실행방안을 찾아보는 분석방법임

각 만족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세부항목의 영역 내 위치를 파악해4 ,

영역별 의미를 해석함

만족도 와 중요도 축의 설정(Y) (X)

만족도 평균을 축 각 중요도 평균을 축으로 하여 의 개 분면을Y , X A, B, C, D 4−

구성함

는 평가차원별 만족도 지수를 축으로 평가차원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Portfolio Y , X

축으로 하며 축은 중요도에 대한 평균을 축은 평가차원별 만족도 지수의 평균, X , Y

을 기준으로 하여 그룹화 하여 도식화함

〈 Portfolio Map 〉

영역A : 현 수준 유지

만족도 중요도� �

영역C : 유지관리지속․

만족도 중요도� �

영역B : 만족도 제고

만족도 중요도� �

영역D : 중점 개선 요망

만족도 중요도� �

만족도

요도



영역A : 현 수준 유지

만족도 중요도� �

영역C : 유지관리지속․

만족도 중요도� �

영역B : 만족도 제고

만족도 중요도� �

영역D : 중점 개선 요망

만족도 중요도� �

영역 현 수준 유지A :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영역으로 자원 배분

영역 만족도 제고B :
자원배분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

영역 유지관리 지속C : ․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요청 영역

영역 중점 개선 요망D :
자원 투입을 통한 즉각적−

개선 필요 영역

해석 시 주의할 점은 만족도 제고 영역이나Portfolio Map ‘ ’ 현수준 유지 영역‘ ’에

속하는 서비스 차원이나 항목이라고 해서 반드시 개선 노력을 줄이거나 관심을 덜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현재 수준의 만족도 유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

가 필요하다 는 의미로 해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족도

요도



요약 및 정책제언II.





주거 근린 부I.

주거 만족도1.

과천시는 살기 좋은 점 도시“ ‘ ’ 80.3%(75.6 ) ”

년 과천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가 살기 좋다라고 응답하였음2016 80.3% ‘ ’

과천시민 의식구조조사 시행 이후 꾸준히 과천시민의 만족도는 긍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과천시에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지속적으로 주변환경이 쾌적하다“ ”는 점을 들고 있는 반면,

물가가 비싸다 는 점을 불만 이유로 꼽고 있음“ ”

과천시 거주 만족도(n=2000, %)

과천시 거주 만족이유

중복응답(n=1605, %)

과천시 거주 불만족이유

중복응답(n=395, %)



주거 환경 만족도2.

종합만족도1)

과천시 주거환경 종합만족도는 점 년 점 점 상승67.5 (2012 60.4 7.1 )⇒

주거환경에 대한 과천 시민의 종합만족도는 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이며67.5 ‘ ’ ,

차원 종합만족도는 점이고 체감만족도는 점으로 체감만족도가 점 더 높게65.8 , 69.2 3.4

나타나 실제 제공 받고 있는 주거환경 서비스에 비해 주관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거 환경 종합만족도

고객만족도의 구성과 정의< >

○ 차원종합만족도

서비스 주체 시각에서 제공되는 품질에 대한 만족의 인지적 차원을 측정하는 요소:

○ 체감만족도

서비스 이용자의 시각에서 평가되는 만족도로서 만족의 감성적 차원을 측정하는 요소:

점 척도 평균에 따른 수준< 100 >

점1 점14.3 점28.6 점42.9 점57.1 점71.4 점85.7 점100

매우 불만족
매우 부정
반드시 강화

불만족
부정
강화

다소 불만족
다소 부정
다소 강화

보통
보통

현행대로

다소 만족
다소 긍정
다소 완화

만족
긍정
완화

매우 만족
매우 긍정
반드시 완화



차원별 만족도2)

공동체의식 차원 만족도 점 경제적 가치 중요도“ ” 71.2 , “ ” 23.0%

중점 개선 차원 경제적 가치 만족도 제고 차원 주거 안전성 주거 편리성: “ ”/ : “ ”, “ ”

과천시 주거환경 만족도를 구성하는 개 차원에 대한 각각의 만족도 점수를 분석한 결과5 ,

공동체 의식 이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주거 쾌적성 점 주거 편리“ ” 71.2 “ ”(67.8 ), “

성 점 순으로 나타남”(64.9 )

한편 각 차원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경제적 가치 가 종합만족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 “ ”

로 분석되며 이어서 주거 쾌적성 주거 편리성 과 공동체 의식 이 비슷한 수준, ‘ ’(20.2%), ‘ ’(19.9%) ‘ ’(19.3%)

을 보이고 있음

차원 만족도 및 중요도

차원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CS



항목 만족도 및 중요도3)

주거 환경 만족도를 구성하는 개의 차원별 항목 만족도 점수는5

주거 쾌적성 차원에서는 악취 점 주거 편리성 차원에서는 교육환경 점[ ] ‘ ’(69.0 ), [ ] ‘ ’(67.7 ),

주거 안전성 차원에서는 외부인 통제 점 공동체 의식 차원에서는 지속 거주 희망 점[ ] ‘ ’(64.6 ), [ ] ‘ ’(73.4 )

경제적 가치 차원에서는 주택 투자가치 점 항목이 가장 높게 평가됨[ ] ‘ ’(69.5 )

한편 각 개 차원별 항목 중요도를 살펴보면, 5 ,

주거 쾌적성 차원에서는 소음 주거 편리성 차원에서는 교통 편의시설[ ] ‘ ’(37.2%), [ ] ‘ ’(35.7%)

주거 안전성 차원에서는 야간활동시 안전성 공동체 의식 차원에서는 소속감[ ] ‘ ’(34.1%), [ ] ‘ ’(36.7%),

경제적 가치 차원에서는 관리비 적정성 이 가장 중요도가 높았음[ ] ‘ ’(36.6%)

차원 소음 악취 진동

주거 쾌적성
만족도 점( ) 66.2 69.0 67.0

중요도 (%) 37.2 27.4 35.4

차원 교통 편의시설 휴게 편의 의료 시설/ / 교육환경

주거 편리성
만족도 점( ) 62.5 62.6 67.7

중요도 (%) 35.7 31.8 32.5

차원 외부인 통제 장기 부재시 안정감 야간활동 안전성

주거 안전성
만족도 점( ) 64.6 64.2 63.1

중요도 (%) 32.6 33.3 34.1

차원 소속감 지속 거주 희망 거주지 자부심

공동체의식
만족도 점( ) 71.1 73.4 70.0

중요도 (%) 36.7 31.9 31.3

차원 주택 투자가치 임대료 적정성 관리비 적정성

경제적가치
만족도 점( ) 69.5 51.3 57.7

중요도 (%) 34.2 29.2 36.6



차원별 평가항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4) CS

각 차원의 평가항목별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각 차원별로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시급한 개,

선이 필요한 중점 개선 요망 영역에 속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주거 쾌적성 차원에서는 진동과 소[ ] , ‘ ’ ‘ ’ ‘

음 항목이 속하였고 주거 편리성 차원에서는 교통 편의시설 항목이 주거 안전성 차원에서는’ , ‘ ’ ‘ ’ , ‘ ’

야간활동 안전성 항목이 공동체 의식 차원에서는 소속감 항목이 경제적 가치 차원에서는 관리비‘ ’ , ‘ ’ ‘ ’ , ‘ ’ ‘

적정성 항목이 속해 차원에 대한 종합만족도 제고를 위해 해당 항목에 대해 우선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한편 만족도와 중요도가 높아 향후에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

구되는 유지 관리 지속 영역에 속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경제적 가치 차원에서는 주택 투자가치[ / ] , ‘ ’ ‘ ’

항목이 속하는 것으로 분석됨

차원별 평가 항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CS

구분 중점개선 요망 만족도 제고 유지 관리 지속/ 현 수준 유지

주거 쾌적성
ü 진동

ü 소음
- - ü 악취

주거 편리성 ü 교통 편의시설
ü 휴게 편의 의료/ /

시설
- ü 교육환경

주거 안전성
ü 야간 활동

안전성
- -

ü 외부인 통제

ü 장기 부재시

안정감

공동체의식 ü 소속감 ü 거주지 자부심 -
ü 지속 거주

희망

경제적가치 ü 관리비 적정성 ü 임대료 적정성 ü 주택 투자가치 -



과천시 이미지3.

친환경 도시 과천시의 도시 이미지로 자리매김“ ”

지식 정보화 도시 미래 이미지로 부상“ ”

친환경 도시 이미지는 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년 대비‘ ’ ‘08 ’12

하락한 반면 문화예술관광도시 선진복지도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9.8%p , ‘ ’ 9.9%p, ‘ ’ 2.6%p▽ ▲ ▲

친환경 도시 이미지는 과거의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경향임‘ ’

한편 과천시의 도시 이미지를 가장 잘 대표하는 상징으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를 꼽고 있으, ‘ / ’(30.9%)

며 정부 과천청사 라는 응답은 지속적인 정부기관들의 이전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27.7%)

과천시 현재 및 미래 이미지(n=2000,%)

과천시 대표 상징(n=2000,%)



년 과천시4. 2040

년 과천시가 직면할 문제로 인구감소 도시 축소 에 맞서2040 “ ”, “ ”(Shrinking city)

정체성과 자생능력을 키워야함

과천시가 미래 년에 직면할 문제점으로 나타난 환경자원 보존과의 불균형 과 도시자족 기능 의(2040 ) “ ” “ ”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며 인구절벽 문제임,

인구감소와 도시축소에 맞서 정체성과 자생능력을 키워야 할 것임

한편 과천시민이 생각하는 미래 년 인구 규모는 현재보다 약간 많은 만명 미만 이 적정, (2040 ) 12 (35.0%)

하다고 인식함

년 직면할 문제2040 (n=2000,%) 년 해결 과제2040 (n=2000,%)

년 과천시 인구 적정규모2040 (n=2000,%)



공공주택지구 및 임대주택지구 인지 및 입주의향5.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인지도 입주의향: 53.5%, 35.0%

과천주암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인지도 입주의향: 46.8%, 24.8%

과천주암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보다는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인지도 및 입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두 주택지구 모두 인지도 대비 입주의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천주암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의 경우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인해 입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인지도(n=2000,%)

과천주암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인지도(n=2000,%)

입주의향(n=2000,%) 입주의향(n=2000,%)



과천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 관련 의견6. ( )

과천시민은 도시개발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자연환경 보존 을 우선으로 생각함“ ”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과천시민의 생각은 도시개발을 우선 하기 보다는 자연환경( ) ‘ ’(25.7%) ‘

보존을 더 우선 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35.3%)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별양동 및 과천동 거주자는 자연환경 보존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 ‘ ’

적으로 높은 반면 갈현동 및 문원동 거주자는 도시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 ‘ ’

타남

과천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 관련 의견( ) (n=2000,%)

구분　 사례수

자연환경

보존을 가장

우선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을

우선적으로

선별적 도시

개발유도

도시개발을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을

가장 우선적

으로

전 체 2000 3.2 32.0 39.6 23.6 1.7

행정동

중앙동 253 2.8 29.6 37.9 28.1 1.6

갈현동 412 1.9 30.8 33.7 31.1 2.4

별양동 465 7.5 37.4 39.1 14.6 1.3

부림동 371 1.9 29.1 47.7 21.0 0.3

과천동 280 2.1 37.1 36.1 22.5 2.1

문원동 219 0.5 23.3 44.3 29.2 2.7



시 소통 참여 부II. · ·

과천시 정책 평가 및 민선 기 대비 개선도1. 5

과천시 실행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전체적으로 평균 점 이상대로 긍정적60

또한 과거 민선 기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5

현재 실행 중인 가지의 과천시 정책 중 생태 및 환경 정책 에 대한 평가가 가장 우수하며 문화 여7 “ ” , “ /

가 체육 관광 정책 평가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가계경제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음, “ “

과거 민선 기 대비 가장 개선된 정책은 문화 여가 체육 관광 정책 으로 나타났으며 생태 및 환경5 “ / / / ” , “

정책 교육 복지 정책 주거 및 도시 개발 정책 의 개선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 ”, “ ”

과천시 정책 평가(n=2000)

정책 긍정(%) 점 평균 점100 ( )

주거 및 도시 개발 정책1) 61.1 65.4

가계경제 및 일자리 창출2) 38.0 58.7

여성 가족 보건 정책3) / / 48.1 61.7

교통 정책4) 55.9 63.9

교육 복지 정책5) / 58.0 65.5

문화 여가 체육 관광 정책6) / / / 61.5 66.5

생태 및 환경 정책7) 65.5 67.0

과천시 정책 민선 기 대비 민선 기 개선도 평가5 6 (n=2000)

정책 긍정(%) 점 평균 점100 ( )

주거 및 도시 개발 정책1) 55.9 63.5

가계경제 및 일자리 창출2) 37.9 58.2

여성 가족 보건 정책3) / / 44.7 59.7

교통 정책4) 46.8 60.8

교육 복지 정책5) / 54.4 63.7

문화 여가 체육 관광 정책6) / / / 56.8 64.5

생태 및 환경 정책7) 57.3 64.2



시정 참여도2.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시정 참여 경험은 원인은 홍보부족(6.0%) (2.0%) , “ ”(36.0%)低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시정 참여 경험은 모두 낮은 수준이며 참여 경험자 중 절반 이상이 제기한· ,

민원에 대해 처리되었다고 응답함‘ ’

과천시 정책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시정참여에 대한 홍보부족 을 가장 많이 꼽고“ ”(36.0%)

있음

시정 및 민원 오프라인 참여 경험(n=2000) 시정 및 민원 온라인 참여 경험(n=2000)

과천시민 정책참여 방해 요인(n=2000,%)



과천시 공무원 및 시정운영 평가3.

과천시 공무원 및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2012

공무원 평가 년 점 년 점 점(2012 56.7 2106 66.29 , 9.59 )⇨ ⇑

과천시 시정운영 평가 년 점 년 점 점(2012 46.4 2016 60.78 , 14.38 )⇨ ⇑

과천시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친절성부분에서 높은 평, ‘ ’

가를 받고 있음

과천시 시정운영 평가에서도 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으로 평가가 우수하며 시민여론2012 60.78 , ‘

을 반영한 시민 중심 시정 시행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

과천시 공무원 평가 점 평균(n=2000,100 ) 과천시 시정운영 평가 점 평균(n=2000,100 )

구분　 사례수 친절도 효율성
전반적

만족도

전 체 2,000 68.04 64.30 66.29

행

정

동

중앙동 253 71.94 68.87 71.05

갈현동 412 67.11 64.20 65.59

별양동 465 65.11 60.75 64.78

부림동 371 68.40 65.09 65.84

과천동 280 72.32 66.34 68.75

문원동 219 65.41 62.79 62.90

구분　 사례수

시민여론을

반영한 시민

중심 시정

시행

적재적소에

시민의 세금

사용

전반적

만족도

전 체 2,000 61.69 58.49 60.78

행

정

동

중앙동 253 63.44 65.42 64.82

갈현동 412 65.23 60.44 62.38

별양동 465 56.77 55.05 56.61

부림동 371 65.03 60.98 63.81

과천동 280 57.77 51.52 57.59

문원동 219 62.79 58.79 60.84



대 시민 홍보활동 평가4.

과천시민들이 행정정보를 얻는 수단은 과천사랑 소식지“ ” 36.2%

과천시민들은 과천사랑 소식지를 통해 정보를 많이 얻고 있으며 효과적인 홍보 매체 또한 과천사랑‘ ’ , ‘

소식지 라고 생각하고 있음’(24.0%)

또한 전광판 시정게시판 현수막 등과 같은 정보채널도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로 나타남, ‘ , , ’ 21.1%

한편 과천시로부터 좀 더 알고 싶거나 제공받길 원하는 정보는 도시비전 및 주요역점 사업에 관한, ‘

정보 일자리 창출 및 생활지원 사업정보 를 원하고 있음’(23.8%), ‘ ’(20.2%)

과천시 행정정보 취득 채널(n=2000,%)

추가취득 희망 과천시 정보(n=2000,%)



고용 창출 경 부III. ·

고용1.

과천시민 명 중 명 이상은 현재 경제활동 중이며10 7 ,

사무직 종사자가 로 가장 많음‘ ’ 36.1%

남자의 여자의 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89.1%, 58.0%

대의 약 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임30~40 80% , 60 55.9%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직과 판매직이 각각 내외이며36.1% , 20% , 65.2%

가 상용 근로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됨

경제활동 및 근무 직종(n=2000,%)

직장 채용 형태(n=1458,%)內



구직 활동2.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과천시민 중 가 현재 구직활동 및 향후 구직활동을 할17.2%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가 년 동안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됨, 27.3% 1

현재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중 만이 창업을 계획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창업 준비자 중 명1.7% , (9 )

과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원지원센터를 이용의향자는 명 인 것으로 나타남‘ ’ 4 (44.4%)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 중 명 정도가 임대료 및 초기자금이 창업에 큰 걸림돌이라고 언급함4 ‘ ’ ‘ ’

구직 활동 및 구직 활동 기간(n=542,%)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이용의향(n=9,%) 창업시 문제점(n=9,%)



청년실업 문제 및 고용창출 방안3.

청년세대를 위한 과천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교육지원 및 시스템 구축 과 지역일자리 마련 확대 정책임“ ” “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천소재 기업의 주민 우선채용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 ’, ‘ ’

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여성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 정보제공 취업관련 교육지원이 필요, ‘ ’, ‘ ’

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거시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식정보 타운 입주기업 육성 중심상권 활성화 유도 정책을‘ ’, ‘ ’

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세대를 위한 우선 추진 과제(n=2000,%)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 정책(n=2000,%)

여성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n=200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n=2000,%)



교통 환경 안IV. · ·

교통1.

과천시민 명 중 명 이상이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택시 을 주로 이용10 5 ( , , ) (54.4%)

자가용 이용이 로 높은 수준34.9%

과천시민 절반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율이 로, 65.9%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점 척도 평균 점(5 3.66 )

과천시민이 생각하는 과천시의 교통문제는 주차시설 부족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통‘ ’ , ‘

체증 버스 노선 및 운행 횟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충 탄력적 주차단속 유예구간 확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 ‘ ’

주이용 교통수단(n=2000,%) 대중교통 만족도(n=2000,%)

과천시 교통문제(n=2000,%)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과제(n=2000,%)



환경2.

과천시 자연환경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녹지공간 확충 과 기후변화 대비 및“ ”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임”

과천시의 생태 및 자연환경시설물인 하천주변 산책로 주변공원 등산로 이용 경험률은 높은‘ ’, ‘ ’, ‘ ’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과천시민들은 과천시 하천관리에 대해 생태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생태 하천으로 관리‘ ’(63.6%)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자연환경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n=2000,%)

과천시 생태 및 자연환경시설 이용 행태(n=2000,%) 하천관리에 대한 견해(n=2000,%)



과천시 자연환경 사업3.

과천시 숲길에 대해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인식

그러나 과천시의 밤줍기 행사의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

과천시 등산로는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코스 및 시설이라고 생각는 비율이 로 높았으‘ ’ 41%

나 시설관리가 미흡하다는 견해도 로 나타남, ‘ ’ 28.3%

과천시 밤줍기 행사와 관련해서는 과천시만의 특색사업인 만큼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 ’

다는 의견이 로 높게 나타남38.1%

한편 과천시 주변 도로개발계획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보다는 과천시 외부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 ‘

는데 편리해 질 것이다 주변의 교통혼잡을 감소시킬 것이다라는 긍정적 견해가 높음’, ‘ ’

숲길정비 등산로 사업( ) (n=2000,%)
밤줍기 행사 유료화 추진에 대한 의견

(n=2000,%)

과천 주변 도로개발계획이 미치는 영향(n=2000,%)



과천시 도시경관 만족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4.

과천시 도시경관 만족도는 로 매우 높음76.4%

과천시민 명 중 명 이상이 과천시의 도시경관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 7 ,

과천시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대 기존 도심 및‘ · · ’, ‘

상업지역의 합리적 정비전략 마을지역별 특색 있고 차별화된 도시 공간창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 ( ) ’

많은 것으로 조사됨

도시경관 만족도(N=2000,%)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N=2000,%)



복지 의료 건강V. · /

복지1.

과천시민이 원하는 복지는 출산정책 및 보육지원 학교교육 지원 청년 지원 등“ ”, “ ”, “ ”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임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확대 향상을 가장 원하고 있었으며 청소년 복지는 체육‘ ’(40.8%) , ‘

시설 확충 청소년 도서관 및 독서실 확대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음’, ‘ ’

한편 영유아 보육지원책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원하고 있, ‘ ’, ‘ ’

으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사 역, ‘ ’ ‘

량 및 처우 강화에 중점을 둔 보육활성화 정책을 바라고 있음’

복지 분야 최우선 추진 과제(n=2000,%)

노인복지 향상 과제(n=2000,%) 청소년 복지 향상 과제(n=2000,%)

영유아 보육지원책(n=2000,%) 과천시의 보육활성화 중점사항(n=2000,%)



의료 건강2. /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예방 을“ , ”

중점 추진사업으로 원함

이 외에 금연 절주 영양 비만관리 정신건강 및 치매예방 순으로 원하고 있음‘ , , , ’(22.5%), ‘ ’(21.2%)

과천시민의 삶 만족도행복도는 현재 미래내년 로 매우 높은 수준임( ) 68.8%, ( ) 71.2%

과천시 보건소 중점 추진 시민건강증진 사업(n=2000,%)

과천시민 현재 및 미래 내년 삶 만족도( ) (n=2000,%)



교 화 체 부VI. · · /

교육1.

과천의 미래는 인성교육 에서부터“ ”(63%)

과천시민 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지원 역할 중 소외학생의 교육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42.5% ‘ ’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과천시가 공교육을 보완하여 지원한다면 초등학교에는 쾌적한 학교환경 지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 ’,

는 인성교육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교육에서의 중요사항(n=2000,%)
지자체 교육지원 역할 중 중요사항

(n=2000,%)

학교별 공교육 지원사항(n=2000,%)



공교육 환경 만족도 및 학교폭력 우려 정도2.

과천시 공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도 낮은 수준,

과천시 공교육 비용 수준 및 질 접근성 모두 높게 평가되고 있음, ,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내 또, ‘

래상담 활성화 학교와 가정에서 지속적인 인성교육 정책 추진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 ’

공교육 환경 만족도(n=2000,%) 학교폭력 우려도(n=2000,%)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 추진과제(n=2000,%)



문화 행사3. ·

과천시가 주관한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중

과천 누리마 축제 참여율이 가장 높음‘ ’ (30.3%)

과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체육행사 중 과천 누리마 축제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 ’(30.3%)>‘

연 음악과 영화의 만남 등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음’(13.1%)>‘ ’(6.0%)

반면 문화체육행사에 참여경험이 없는 비율이 절반이상 으로 높음, (53.4%)

과천 누리마 축제 참여 경험자 중 대부분이 축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과천시 문화체육행사 참여 경험(n=2000,%)

과천 누리마 축제 참여 경험( ) (n=2000,%)馬 과천 누리마 축제 만족도( ) (n=605,%)馬



기타 사항4.

과천시의 축제는 말 문화공연 으로 방향 주제 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 ) “ ( )馬

말 문화공연 다음으로는 전통문화예술 계승공연 거리예술공연 순으로 제시함‘ ’ ‘ ’(22.8%), ‘ ’(21.2%)

추사박물관 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마을버스 등 교통수단 증차에 중점을 두‘ ’, ‘ ’

기를 바라고 있음

도서관 제공 서비스로 중점을 두어야할 분야는 지식정보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꼽고 있음‘ ’, ‘ ’

과천시 축제 지향 방향(n=2000,%) 추사박물관 활성화 방안(n=2000,%)

도서관 제공 서비스 중점 분야(n=2000,%)



결론 및 정책 제언▣

주거 환경 부문1.

과천시민 의식 구조조사 시행 이후 과천 시민의 거주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수준을 유지함‘ ’ . 이는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공동체 의식에 기

인한 것으로 풀이되며 교통체증과 물가 수준은 거주시 불편사항으로 나타나,

고 있음 이들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보완의.

필요가 있음 교통의 경우 시민의 만족도도 높지만 정책 개선의 목소리도. ,

높은 편임.

과천시민의 주거 환경 만족도 지수는 년 처음 지수화한 지표로서 관리2012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주거환경 종합만족도는 점으67.4

로 년 대비 점 큰 폭으로 상승2012 7.1 한 것으로 나타남.

주거 환경 만족도를 구성하는 개 차원 만족도 중 공동체의식 차원의 만족5 ‘ ’

도가 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71.2 , 경제적 가치 차원 만족도가 점으로‘ ’ 61.4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주거 환경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중요도가 23.0%

로 가장 높아 중점 개선 요망 영역에 속하므로[ ]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시민

의 의견 청취가 요구됨.

경제적 가치 차원에서 볼 때 특히, 관리비 적정성‘ ’ 항목에 대해 우선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과천시민이 생각하는 과천시의 이미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친환‘

경 도시라는 정체성이 확고’ 한 것으로 판단됨. 과천이 가지고 있는 깨끗한

이미지와 천혜의 자연환경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유추할 수

있음. 이는 과천시민의 변하지 않는 가치로 각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과천시가 미래 년에 직면할 문제점은 환경자원 보존과의 불균형 도(2040 ) “ ”, “

시자족기능의 약화 일자리 부족 으로 나타남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인”, “ ” .

구의 감소 도시의 축소 지방의 소멸 등과 비슷한 성격을 보임, , . 시민들이 생

각하는 년의 해결 과제인 도시 정체성 도시 자생능력 등에 대한 거2040 “ ”, “ ”

시적인 요구사항과 연동되는 정책 형성이 필요함. 과천시의 년 적정 인2040

구 규모 역시 절반의 응답자가 현재 수준 혹은 만명 정도 수준으로 형7-12

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음. 인구절벽 시대에 부합하는 지원책과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시정소통참여 부문2. · ·

과천 시민은 과천시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정책 분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현재 과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 및 환경 정책과 문화여가체육관광‘ ’ ‘ · ·

정책 그리고 교육 복지 정책 및 주거 및 도시 개발정책에 대한 평가는’, ‘ / ’ ‘ ’ 65

점 이상으로 평가 수준이 높으나, 가계경제 및 일자리 창출 정책에 있어서‘ ’

는 상대적으로 평가 수준이 낮아 이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가계와 고용에 대한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됨.

또한 가계경제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은, ‘ ’ 민선 기 대비 평가에 있어서도 타5

분야 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개선도가 낮아 집중 개선 정책으로 지정하여 관

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체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 고용창출경제발전의 방안 분야와 연계해 과천만의 지역 고용 전략·

설계가 절실함.

과천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홍보 부족‘ ’을 꼽고 있어 향후,

과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정목표 및

방침인 소통하는 열린시정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과천 사는 이야기 마“ ” ‘

당 목요생생토크 육아 토크 마실 등과 같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 ’, ‘ ’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시정 홍보 및 시정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정보 획득의 주요 수단

인 과천사랑 소식지 를 적극 활용“ ” 이 바람직함 또한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 ,

해 전광판 시정게시판 등의 병행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과천시 공무원 직무수행 평가의 경우 친절도 항목이 매우 높은 것이 두드러,

지며 일처리 효율성 역시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과천시 시정운영 평가에서도 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2012 .

공무원의 역량과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음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

터링 그리고 자체 평가를 통해 꾸준하게 시정운영의 우수성을 유지해야 함, .



고용창출경제발전 부문3. ·

응답자의 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자의 여자의 가 경제73% 89%, 58%

활동을 하고 있음.

경제활동 중인 과천시민 가 사무직 종사자이며 판매 및 서비스직 종36.1% ,

사자는 로 인 것으로 조사됨40.1% . 응답자의 는 상용 근로자이며65.2% ,

가 자영업자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20.2% .

편임.

과천시 경제 비활동 인구 중 현재 구직활동 중이거나 향후 구직활동 계획이

있는 사람은 로 년 정도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됨 창업을 계획17.2% 1 .

중인 비율은 로 매우 낮음1.7% .

직업 및 직종의 다양성 그리고 직업 안전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임금 근로, ,

직이 고용 안전성 측면에서는 좋으나 연령 및 학력 등과 같은 고용상에 제

약 사항이 많으므로 과천시의 경제활동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년 월부터 과천시에, 2016 4

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창업원지원센터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이용률을 늘‘ ’

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과천시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현재 과천시에서 추

진 중인 과천소재 기업의 주민 우선채용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지‘ ’, ‘

원 정책’ 을 적극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여성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 정보제공 취업관련 교육지원’, ‘ ’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거시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식정보 타운 입주기업 육성‘ ’,

중심상권 활성화 유도 정책‘ ’ 을 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교통환경 부문4. ·

과천시민 절반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용 이용률도,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34.9%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로 매우 높으나 향후 대중교65.9% ,

통 이용 비중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교통체증과 버스 노선 및 운행횟수 부‘ ’ ‘

족 문제 해결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경기도 및 서울시와의 정책

협의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판단됨, .

또한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무엇보다, 주차시설 부족이며 이‘ ’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충 및 탄력적 주차단속 유예구간 확대하‘ ’ ‘ ’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과천시 자연환경 개선을 최우선 추진 과제는 녹지공간 확충 및 기후변화‘ ’ ‘

대비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임. 과천시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쾌적하고 살

기 좋은 도시이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도심 공원의 재편을 통한 접근 용이성,

이 높은 녹지공간을 원하고 있음. 거시적으로는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

장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기후변화 대비 및 녹색성장 정책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

한 지원이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

요함.

대다수의 과천 시민이 하천과 등산로 같은 생태 및 자연 환경 시설을 매우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고 상기의 시설들이 과천 시민에게 매우 유용한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음.

과천시 주변 도로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과천 외부로의 차량 통행과 과천 내

부 및 주변의 교통혼잡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견이 대다수

임.

과천시 도시경관 만족도는 매우 높음 과천시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대 기존 도심 및 상업지역의‘ · · ’, ‘

합리적 정비전략 마을지역별 특색 있고 차별화된 도시 공간창출을 해야’, ‘ ( ) ’

한다는 의견이 많음.



복지의료 건강 부문5. · /

과천시민은 학교교육 지원 청년 지원 출산정책 및 보육지원‘ ’, ‘ ’, ‘ ’ 등의 순으로

복지 수요를 표명함 이는 모두.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

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과천시만의 체계적인 지역 단위 대책이 필,

요함.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및 노인돌‘ ’ ‘

봄 시설 이용 정책 필요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체육시설 증설 및’ , ‘ ’

취미 프로그램 활성화 친목활동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 ‘ ’

판단됨.

영유아 보육지원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 (67.6%) ,

보육비 지원 또한 보육지원 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을 재고할 여지가 있음‘ ’ .

과천시 보건소 중점 사업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 ’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았음 그 밖에도 금연절주비만. ‘ · · ’

등과 같은 생활 속의 건강 분야와 정신건강과 치매라는 정신 관련 분야에‘ ’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편임.

교육문화예술 체육 부문6. · · /

과천시민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인성교육을 중요시 하고 있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며 이를 담당할 일선의 초중고에 대한 과천시의 지원책도 필요한, · ·

것으로 보임.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쾌적한 학교환경 지원 초교 인‘ ‘( ), ’

성교육 중 고교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지원‘( / ) , ’ ‘을 바라

고 있음.

과천시 주관 문화행사 중 과천누리마 축제에 대한 참여율 및 만족도가 가‘ ’

장 높은 편이며 향후 과천시 문화행사 추진 방향은 지역컨텐츠를 활용한, ‘

말 문화공연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청취됨( ) ’ .馬

추사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마을버스‘ ’, ‘

등 교통수단 증차 등의’ 이용자 유익성 및 편리성 측면을 강구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