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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의 건강 영향에 대한 조사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입니다. 
저희는 대한예방의학회 의뢰로 폭염의 건강 영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답자 선정 질문]

선문1.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세종 포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선문2.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자

  2. 여자

선문3. 선생님의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__세

  

  1. 18세 이하 ☞ 조사 중단

  2. 19∼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

선문4. 귀하께서 현재 직업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 농/임/어업

  2. 자영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생산/기능/노무직

  5. 사무/관리/전문직

  6. 전업주부

  7. 학생

  8. 무직/퇴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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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올해 여름 폭염 때문에 본인의 건강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냉방병으로 인한 증상(두통, 점

막건조, 근육통 등)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1. 있었다 ☞ 문2로 이동

2. 없었다 ☞ 문3으로 이동

문2.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 한의원, 약국 등을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냉방병으

로 인한 증상(두통, 점막건조, 근육통 등)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1. 있었다 ☞ 문2-1로 이동

2. 없었다 ☞ 문2-2로 이동

문2-1. 폭염으로 인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였습니까? 냉방병으로 인한 증상(두통, 점막건조, 

근육통 등)은 제외하고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그렇다 2. 아니다

1. 온열질환 관련 문제(탈진, 실신, 근육경련 등)
2. 피부 관련 문제(땀띠, 습진, 피부염 등)
3. 소화기 관련 문제(식욕부진, 소화불량, 설사 등)
4. 심뇌혈관 관련 문제(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5. 신장 및 비뇨기 관련 문제(방광염, 신장결석 등)
6. 신경계 관련 문제(두통, 팔다리 저림 등)
7. 알레르기 관련 문제(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
8. 호흡기 관련 문제(감기, 기관지염 등)
9. 정신 건강 문제(우울, 분노, 불안 등)
10. 수면 장애
11. 기타(_________________)

 

문2-2. 병원, 한의원, 약국 등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냉방병으로 인한 증상(두통, 점막건조, 근육통 등)은 제외하고 응답

해 주세요.

   

1. 그렇다 2. 아니다

1. 온열질환 관련 문제(탈진, 실신, 근육경련 등)
2. 피부 관련 문제(땀띠, 습진, 피부염 등)
3. 소화기 관련 문제(식욕부진, 소화불량, 설사 등)
4. 심뇌혈관 관련 문제(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5. 신장 및 비뇨기 관련 문제(방광염, 신장결석 등)
6. 신경계 관련 문제(두통, 팔다리 저림 등)
7. 알레르기 관련 문제(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
8. 호흡기 관련 문제(감기, 기관지염 등)
9. 정신 건강 문제(우울, 분노, 불안 등)
10. 수면 장애
11. 기타(_________________)

문3. 올해 여름 폭염 때문에 결근(결석), 지각 또는 약속 등을 취소하거나 어기는 등 생활에 지장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응답해 주세요.

1. 결근(결석)을 한 적이 있다 (         회)

2. 지각을 한 적이 있다 (         회)

3. 약속을 취소하거나 어긴 적이 있다

4.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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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올해 여름 폭염 동안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의 증상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문5. 올해 여름 가정을 제외한 주된 생활공간(직장, 학교 등)에서는 냉방이 가동되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문6. 현재 귀댁에는 에어컨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6-1로 이동

   2. 없다 ☞ 문7로 이동

문6-1. 올해 여름 폭염 동안 귀댁에서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에어컨을 사용하셨습니까?

1. 주중 하루 평균 _______ 시간

2. 주말, 휴일 하루 평균 _______ 시간

문6-2. 올해 여름 폭염 동안 귀댁에서는 에어컨 희망 온도를 몇 도 정도로 맞춰서 사용하셨습니

까?

__________ 도

문6-3. 올해 여름 폭염 동안 밤에 주무실 때에도 에어컨을 사용하였습니까?

   1. 잠 잘 때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2. 1~2시간 후 꺼짐 예약을 하고 사용하였다

   3. 자다가 켜고 끄기를 반복하였다

   4. 밤새 계속 사용하였다

  
문6-4. 에어컨 사용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시간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문7. (문5의 1 또는 문6의 1 응답자만 응답)에어컨 등의 냉방 사용으로 인해 냉방병 증상(두

통, 점막건조, 근육통 등)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1. 있었다 ☞ 문7-1로 이동

   2. 없었다 ☞ 문8로 이동

문7-1 냉방병 증상으로 병원, 한의원, 약국 등을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문8. 무더위 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 문8-1로 이동

2. 아니다 ☞ 문9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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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1. 올해 여름 폭염 때 무더위 쉼터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 문8-2로 이동

2. 아니다 ☞ 문9로 이동

문8-2.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셨다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1. 노인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2. 보건소, 주민센터, 면동사무소

3. 기타

문9. 올해 여름 폭염 때 가족이나 친지에게 폭염과 관련하여 안부 연락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지

로부터 안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안부 연락을 한 적이 있다
 안부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문10. 귀하는 고혈압, 당뇨병, 신장병 등 만성질환을 갖고 계십니까?

1. 그렇다 ☞ 문10-1로 이동

2. 아니다 ☞ 배문1로 이동

문10-1. 그렇다면 귀하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폭염 시 관리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배경 질문]

배문1. 귀하를 포함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________ 명

배문2.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어떤 종류입니까?
   1. 일반, 다가구 영업겸용 등 단독주택
   2. 주상복합을 포함한 아파트
   3. 연립, 다세대주택
   4. 오피스텔
   5. 기타(고시원, 상가내 주택 등)

배문3.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1. 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대 재학 이상   

배문4. 귀댁의 한 달 가구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6. 500-700만원 미만
   7. 700-1,000만원 미만
   8. 1,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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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5. 귀하의 현재 키와 몸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1. 키 ________ cm

   2. 몸무게 ________ kg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