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A1-2002-0042

자 료 명     노인학  실태조사 : 일반인

안녕하세요?  는 한국노인의 화 여론조사원 ○○○입니다.  

희 한국노인의 화에서는 노인복지정책 개선을 해 국가인권 원회의 용역을 받아 

국민의 노인학 에 한 의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알지만 잠시만 시간 내셔

서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님께서 말 해주시는 내용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나 되는지를  

알아보고, 복지정책에 반 할 기  통계자료로만 사용되고, ○○님의 개인  의견은 밖으

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 생각하시는 그 로 말 해 주시면 됩니다.

2002년 9월

조사원 

지침

* 조사원은 각 문항의 지침을 잘 지킬 것.

* 보기의 제는 원형숫자( , ①② 등)만 불러주고

  반 호안에 들어있는 숫자( , 1) 99) 등)는 불러주지 말 것.

1.  지  살고 계시는 곳이 _______ 맞죠? (해당 지역 아니면 단할 것!!)

01) 서울      02) 부산      03) 인천     04) 구

05) 주 06) 07) 울산

11) 경기도(시부) 12) 경기도(군부) 13) 강원도(시부) 14) 강원도(군부)

15) 충북(시부) 16) 충북(군부) 17) 충남(시부) 18) 충남(군부)

19) 경북(시부) 20) 경북(군부) 21) 경남(시부) 22) 경남(군부)

23) 북(시부) 24) 북(군부) 25) 남(시부) 26) 남(군부)

2.  성별 (물어보지 말고 체크) ① 남 ② 여

3.  올해 만으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만 ______ 세 (만 15세～74세 까지)

4.  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구 구인가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듣고 단하여 을 것)

1) 부부만 살고 있다     2) 부부와 미혼인 자녀가 같이 산다

3) 부부와 결혼한 자녀가 같이 산다 4)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확 가족)

5) 혼자 살고 있다 6) 부부와 결혼한 자녀, 미혼인 자녀 모두 함께 산다

7) 가족 + 친지(이모, 삼  등)



5.  65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살고 있나요? (노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지를 물을 것, 부

모, 배우자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다른 친인척 모두 가능)

① ② 아니오
③ 부모님 

안계심

5.1. 함께 산 기간은요?    _______ 년 _______개월

5.2.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사시겠어요?

5.5. 그 이유는요? (‘힘들어서’라고 

응답할 경우 “어떤 이 힘든

지” 구체 으로 응답 받을 것)

01)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02) 세 차이 때문에

03) 경제 으로 힘들어서

04) 함께 살아보니까 어려운 들이 

많아서

기타) (구체 으로?____________)

77) 가족 에 65세 이상 노인없다

88) 이유없다

99) 모르겠다

5.6. 혹시 앞으로 함께 살 기회가 생

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① 살고 싶다

② 살고 싶지 않다

9) 모르겠다

다음 

질문으로 

가세요

① ② 아니오

5.3. 그 이유는요?

01) 부모이기 때문에

02) 자녀양육 때문에

03) 분가할 능력이 안되므

로

04) 부모님(할아버지, 할머

니)이 혼자 사실 수 없

으므로

기타)(구체 으로?_______)

88) 없다

99) 모르겠다

5.4. 그 이유는요?

01)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02) 세 차이 때문에

03) 경제 으로 힘들어서

04) 함께 살아보니까 어려

운 이 많아서

기타) (구체 으로?______)

88) 없다

99) 모르겠다

6.  앞으로(앞으로도 계속) 자녀분과 같이 사시겠어요? (청소년과 은 사람의 경우, 미래의 일을 생각해서 답하

도록 물을 것)

① ② 아니오 ③ 자녀 없음

6.1. 그 이유는요?

01) 가족이기 때문에

02) 손자(녀)를 키워줘야 하므로

03) 분가시킬 능력이 안되므로

04) 나이들면 혼자 살기 힘드니까(힘들 것 

같아서)

기타) 구체 으로?_________________

88) 없다

99) 모르겠다

6.2. 그 이유는요? (‘힘들어서’라고 응답

할 경우 “어떤 이 힘든지” 구체

으로 응답 받을 것)

01) 자녀의 간섭이 심해서

02) 세 차이 때문에

03) 경제 으로 힘들어서

기타) 구체 으로?_______________

88) 없다

99) 모르겠다

다음 질문으로 

가세요

7.  우리나라는 통 으로 노인을 공경해 왔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어떻다고 보세요?

①  공경하지 않는다 ② 공경하지 않는 편이다 3) 그  그 다 

④ 공경하는 편이다 ⑤ 매우 공경하고 있다 9) 모르겠다



8.  다음은 노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경우들입니다. 노인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이 노인학 인지, 아

닌지, 학 라면 어느 정도의 노인학 라고 생각하시는지 말 해 주세요.

8.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 노인학 라고 보세요?

8.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8.3.  (각 역별로 한번씩만 물을 것) 말 드린 내용과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① 쉼터    ② 상담 ③ 신고 9) 모르겠다

항목

① 
학 가 
아니다

② 학 이다

➜

8.3 질문
8.2. 심한정도

① 
심하다

② 
심하지 
않다

역별로 

한번씩만

방

임

1. 스스로 식사 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2. 아  노인에게 약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3. 노인의 몸이나 옷 는 주변환경이 더러워도 내버려둔다.

정

서

4.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5.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6.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 심하거나 냉담하게 한다.

언

어

7.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
8.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꾸짖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9. 노인을 억지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한다.

신

체

10.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11. 노인을 어서 넘어뜨린다.

12.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재

정

13.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일부러 갚지 않는다.

➜14. 노인의 연 이나 임 료 등의 노인소득을 가로챈다.

15. 노인의 허락없이 부동산(땅, 세 )등의 명의를 변경한다.

9.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에서 신체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때 신고 는 

고소를 할 수 있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있는데요,  이에 해 들어보셨어요?

① ②  아니오

10.  만약, ○○님 주변에서 노인학 가 일어난다면, 신고하시겠어요?

① ②  아니오

11.  만약, ○○님 가정에서 노인학 가 일어난다면, 신고하시겠어요?

① ②  아니오



12.  재 우리나라의 노인학 는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①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3) 그  그 다 

④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9) 모르겠다

13.  노인학 는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01) 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02) 학 하는 사람(가해자)의 가정불화

03) 노인과 함께 사는 것에 한 스트 스 04)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분 기

05) 경제 인 어려움 06) 사소한 말다툼

07) 노인과 부양자(함께 사는 사람, 돌보는 사람)간의 세 차이

08) 학 하는 사람(가해자)의 술버릇 기타) 구체 으로? __________________ 

88) 특별한 이유없음 99) 모르겠다

14.  노인을 학 하는 사람이 주로 구라고 생각하세요?

01) 배우자 02) 아들 03) 며느리

04) 딸 05) 사 06) 손자 / 손녀

07) 형제/자매 08) 간병인 09) 이웃 기타( 구?________________)

15.  노인학 는 가 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세요?

① 가족 ② 노인 자신 ③ 정부 는 사회 9) 모르겠다

16.  힘드시죠? 몇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평소 생각하시던 것과 같으면 ‘그 다’, 다르면 ‘아니다’로 답해 주세요.

항  목
① 

그 다
② 

아니다
9)

모르겠다

1. 노인들은 집안 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다

2. 노인을 모시고 사는 집안은 화목하다

3.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

4. 노인들은 미래에 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5. 노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거기에 집착한다

6. 노인들은 은 세 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7. 사람은 나이 들수록 능력이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8. 노년기는 일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이다

17.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 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① 매우 잘되어 있다 ② 잘되어 있는 편이다 3) 그  그 다 

④ 부족한 편이다 ⑤ 매우 부족하다  9) 모르겠다



이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통계처리를 해 몇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18.  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직업코드 참조) 

19.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어요? (보기 불러주지 말고 확인할 것. 졸업여부까지 확인할 것)

교육기간: □□ 년

 무 학: 00년  졸: 06년 

 졸: 09년  고 졸: 12년

 졸: 16년(4년제), 14년( 문  2년제), 15년( 문  3년)

 학원 석사: 18년(2년)  학원 박사: 21년(3년)

20.  재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② 생활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③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4) 그  그 다 9) 모르겠다

★ 혹시 이 조사결과를 이메일로 받아보시길 원하시나요?  원하시는 분께는 결과 분석이 끝난 후 메일로 보
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hanmail 주소를 알려주면 다른 계정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물을 것)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한 기 자료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