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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2-0186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의견조사, 2012

a1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1: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은 전반적으로 편리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1.2         1.2            

  : 2 3            1.8         1.8            

  : 3 8            4.7         4.7            

  : 4 74          43.3       43.3          

매우 그렇다 5 84          49.1       49.1          

171        100.0     100.0        

a2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2: 스마트워크센터의 업무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1.2         1.2            

  : 2 7            4.1         4.1            

  : 3 24          14.0       14.0          

  : 4 77          45.0       45.0          

매우 그렇다 5 61          35.7       35.7          

171        100.0     100.0        

a3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3: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 방법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            0.6         0.6            

  : 2 8            4.7         4.7            

  : 3 24          14.0       14.0          

  : 4 68          39.8       39.8          

매우 그렇다 5 70          40.9       40.9          

171        100.0     100.0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은 전반적으로 편리하다.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2) 스마트워크센터의 업무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3)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 방법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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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2-0186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의견조사, 2012

a4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4: 스마트워크센터의 사무기기는 사용하기 쉽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            0.6         0.6            

  : 2 3            1.8         1.8            

  : 3 16          9.4         9.4            

  : 4 81          47.4       47.4          

매우 그렇다 5 70          40.9       40.9          

171        100.0     100.0        

a5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5: 스마트워크센터 기기 사용에 쉽게 익숙해진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1.2         1.2            

  : 2 2            1.2         1.2            

  : 3 18          10.5       10.5          

  : 4 79          46.2       46.2          

매우 그렇다 5 70          40.9       40.9          

171        100.0     100.0        

a6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6: 스마트워크센터 안내문은 이해하기 쉽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            0.6         0.6            

  : 2 3            1.8         1.8            

  : 3 24          14.0       14.0          

  : 4 72          42.1       42.1          

매우 그렇다 5 71          41.5       41.5          

171        100.0     100.0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4) 스마트워크센터의 사무기기는 사용하기 쉽다.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5) 스마트워크센터 기기 사용에 쉽게 익숙해진다.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6) 스마트워크센터 안내문은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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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2-0186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의견조사, 2012

b1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7: 스마트워크센터는 내가 사용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            2.3         2.3            

  : 2 10          5.8         5.8            

  : 3 31          18.1       18.1          

  : 4 45          26.3       26.3          

매우 그렇다 5 81          47.4       47.4          

171        100.0     100.0        

b2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8: 스마트워크센터는 센터까지 이동은 교통이 편리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            1.8         1.8            

  : 2 11          6.4         6.4            

  : 3 30          17.5       17.5          

  : 4 53          31.0       31.0          

매우 그렇다 5 74          43.3       43.3          

171        100.0     100.0        

b3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9: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은 나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            3.5         3.5            

  : 2 11          6.4         6.4            

  : 3 18          10.5       10.5          

  : 4 35          20.5       20.5          

매우 그렇다 5 101        59.1       59.1          

171        100.0     100.0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B1) 스마트워크센터는 내가 사용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B2) 스마트워크센터는 센터까지 이동은 교통이 편리하다.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B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은 나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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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2-0186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의견조사, 2012

c1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10: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은 나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            3.5         3.5            

  : 2 6            3.5         3.5            

  : 3 46          26.9       26.9          

  : 4 67          39.2       39.2          

매우 그렇다 5 46          26.9       26.9          

171        100.0     100.0        

c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            3.5         3.5            

  : 2 14          8.2         8.2            

  : 3 52          30.4       30.4          

  : 4 65          38.0       38.0          

매우 그렇다 5 34          19.9       19.9          

171        100.0     100.0        

c3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12: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은 업무성과를 높여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            3.5         3.5            

  : 2 8            4.7         4.7            

  : 3 49          28.7       28.7          

  : 4 69          40.4       40.4          

매우 그렇다 5 39          22.8       22.8          

171        100.0     100.0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C1)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은 나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C2)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함으로서 나는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다.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C3)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은 업무성과를 높여준다.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11: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함으로서 나는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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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2-0186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의견조사, 2012

c4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13: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            2.9         2.9            

  : 2 8            4.7         4.7            

  : 3 39          22.8       22.8          

  : 4 76          44.4       44.4          

매우 그렇다 5 43          25.1       25.1          

171        100.0     100.0        

d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            2.9         2.9            

  : 2 11          6.4         6.4            

  : 3 49          28.7       28.7          

  : 4 62          36.3       36.3          

매우 그렇다 5 44          25.7       25.7          

171        100.0     100.0        

d2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15: 나의 상사는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을 권장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            4.7         4.7            

  : 2 25          14.6       14.6          

  : 3 57          33.3       33.3          

  : 4 50          29.2       29.2          

매우 그렇다 5 31          18.1       18.1          

171        100.0     100.0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C4)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D1) 나의 동료들은 스마트워크센터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D2) 나의 상사는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을 권장한다.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14: 나의 동료들은 스마트워크센터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

5



A1-2012-0186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의견조사, 2012

d3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16: 전반적으로 소속된 조직이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을 지원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1.2         1.2            

  : 2 18          10.5       10.5          

  : 3 50          29.2       29.2          

  : 4 68          39.8       39.8          

매우 그렇다 5 33          19.3       19.3          

171        100.0     100.0        

f1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17: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7          15.8       15.8          

  : 2 62          36.3       36.3          

  : 3 54          31.6       31.6          

  : 4 26          15.2       15.2          

매우 그렇다 5 2            1.2         1.2            

171        100.0     100.0        

f2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18: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내 업무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9          17.0       17.0          

  : 2 59          34.5       34.5          

  : 3 55          32.2       32.2          

  : 4 27          15.8       15.8          

매우 그렇다 5 1            0.6         0.6            

171        100.0     100.0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D3) 전반적으로 소속된 조직이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을 지원한다.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F1)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F2)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내 업무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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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19: 스마트워크센터가 해킹을 당할 수 있어 걱정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7          21.6       21.6          

  : 2 58          33.9       33.9          

  : 3 52          30.4       30.4          

  : 4 23          13.5       13.5          

매우 그렇다 5 1            0.6         0.6            

171        100.0     100.0        

f4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과 이용20: 스마트워크센터의 보안성이 우려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6          21.1       21.1          

  : 2 59          34.5       34.5          

  : 3 53          31.0       31.0          

  : 4 22          12.9       12.9          

매우 그렇다 5 1            0.6         0.6            

171        100.0     100.0        

g1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1: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            0.6         0.6            

  : 2 8            4.7         4.7            

  : 3 66          38.6       38.6          

  : 4 78          45.6       45.6          

매우 그렇다 5 18          10.5       10.5          

171        100.0     100.0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F3) 스마트워크센터가 해킹을 당할 수 있어 걱정된다.

1.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시스템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F4) 스마트워크센터의 보안성이 우려된다.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G1)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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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3: 스마트워크센터 정책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1.2         1.2            

  : 2 7            4.1         4.1            

  : 3 80          46.8       46.8          

  : 4 68          39.8       39.8          

매우 그렇다 5 14          8.2         8.2            

171        100.0     100.0        

g4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4: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1.2         1.2            

  : 2 10          5.8         5.8            

  : 3 64          37.4       37.4          

  : 4 81          47.4       47.4          

매우 그렇다 5 14          8.2         8.2            

171        100.0     100.0        

g5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5: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은 전문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            0.6         0.6            

  : 2 9            5.3         5.3            

  : 3 65          38.0       38.0          

  : 4 78          45.6       45.6          

매우 그렇다 5 18          10.5       10.5          

171        100.0     100.0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G3) 스마트워크센터 정책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G4)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G5)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은 전문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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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6: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            0.6         0.6            

  : 2 5            2.9         2.9            

  : 3 64          37.4       37.4          

  : 4 75          43.9       43.9          

매우 그렇다 5 26          15.2       15.2          

171        100.0     100.0        

h1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6: 나는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1.2         1.2            

  : 2 8            4.7         4.7            

  : 3 22          12.9       12.9          

  : 4 94          55.0       55.0          

매우 그렇다 5 45          26.3       26.3          

171        100.0     100.0        

h2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7: 나는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의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1.2         1.2            

  : 2 6            3.5         3.5            

  : 3 37          21.6       21.6          

  : 4 80          46.8       46.8          

매우 그렇다 5 46          26.9       26.9          

171        100.0     100.0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G6)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H1) 나는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다.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H2) 나는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의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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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8: 정부의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1.2         1.2            

  : 2 4            2.3         2.3            

  : 3 31          18.1       18.1          

  : 4 90          52.6       52.6          

매우 그렇다 5 44          25.7       25.7          

171        100.0     100.0        

i2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9: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은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0          23.4       23.4          

  : 2 66          38.6       38.6          

  : 3 51          29.8       29.8          

  : 4 11          6.4         6.4            

매우 그렇다 5 3            1.8         1.8            

171        100.0     100.0        

i3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10: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은 인사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6          21.1       21.1          

  : 2 66          38.6       38.6          

  : 3 56          32.7       32.7          

  : 4 9            5.3         5.3            

매우 그렇다 5 4            2.3         2.3            

171        100.0     100.0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H3) 정부의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I2)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은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I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은 인사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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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11: 나는 스마트워크센터 도입에 찬성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1.2         1.2            

  : 2 3            1.8         1.8            

  : 3 24          14.0       14.0          

  : 4 65          38.0       38.0          

매우 그렇다 5 77          45.0       45.0          

171        100.0     100.0        

k2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12: 나는 스마트워크센터가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1.2         1.2            

  : 2 3            1.8         1.8            

  : 3 25          14.6       14.6          

  : 4 65          38.0       38.0          

매우 그렇다 5 76          44.4       44.4          

171        100.0     100.0        

k3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13: 스마트워크정책은 환경변화에 맞는 타당한 정책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1.2         1.2            

  : 2 4            2.3         2.3            

  : 3 17          9.9         9.9            

  : 4 71          41.5       41.5          

매우 그렇다 5 77          45.0       45.0          

171        100.0     100.0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K1) 나는 스마트워크센터 도입에 찬성한다.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K2) 나는 스마트워크센터가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K3) 스마트워크정책은 환경변화에 맞는 타당한 정책이다.

11



A1-2012-0186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의견조사, 2012

k4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14: 나는 정부의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            0.6         0.6            

  : 2 4            2.3         2.3            

  : 3 25          14.6       14.6          

  : 4 63          36.8       36.8          

매우 그렇다 5 78          45.6       45.6          

171        100.0     100.0        

k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1.2         1.2            

  : 2 4            2.3         2.3            

  : 3 24          14.0       14.0          

  : 4 63          36.8       36.8          

매우 그렇다 5 78          45.6       45.6          

171        100.0     100.0        

m1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16: 나는 앞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            1.8         1.8            

  : 2 0 0.0 0.0

  : 3 17          9.9         9.9            

  : 4 56          32.7       32.7          

매우 그렇다 5 95          55.6       55.6          

171        100.0     100.0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K4) 나는 정부의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K5) 나는 스마트워크센터 정책 초기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워크 센터 정책을 지지한다.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M1) 나는 앞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15: 나는 스마트워크센터 정책 초기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워
크 센터 정책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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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17: 나는 앞으로 스타트워크센터를 자주 이용할 것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            2.3         2.3            

  : 2 4            2.3         2.3            

  : 3 36          21.1       21.1          

  : 4 48          28.1       28.1          

매우 그렇다 5 79          46.2       46.2          

171        100.0     100.0        

m3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18: 나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기를 원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            2.9         2.9            

  : 2 10          5.8         5.8            

  : 3 27          15.8       15.8          

  : 4 53          31.0       31.0          

매우 그렇다 5 76          44.4       44.4          

171        100.0     100.0        

m4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19: 나는 직장동료들에게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권유할 것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            1.8         1.8            

  : 2 7            4.1         4.1            

  : 3 23          13.5       13.5          

  : 4 69          40.4       40.4          

매우 그렇다 5 69          40.4       40.4          

171        100.0     100.0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M2) 나는 앞으로 스타트워크센터를 자주 이용할 것이다.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M3) 나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기를 원한다.

2. 다음은 스마트워크센터 확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M4) 나는 직장동료들에게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권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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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의견조사, 2012

gen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성 1 76          44.4       44.4          

여성 2 95          55.6       55.6          

171        100.0     100.0        

age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1 6            3.5         3.5            

30대 2 72          42.1       42.1          

40대 3 69          40.4       40.4          

50대 4 24          14.0       14.0          

171        100.0     100.0        

edu 응답자 최종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졸이하 1 1            0.6         0.6            

고졸 2 8            4.7         4.7            

대졸 3 122        71.3       71.3          

석사 4 30          17.5       17.5          

박사 5 8            4.7         4.7            

무응답 9 2            1.2         1.2            

171        100.0     100.0        

status 응답자 직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 0 3            1.8         1.8            

3급 3 2            1.2         1.2            

4급 4 5            2.9         2.9            

5급 5 32          18.7       18.7          

6급 6 58          33.9       33.9          

7급 7 36          21.1       21.1          

8급 8 23          13.5       13.5          

9급 9 12          7.0         7.0            

171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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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의견조사, 2012

period 재직기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년미만 1 31          18.1       18.1          

5-10년미만 2 34          19.9       19.9          

10-15년미만 3 28          16.4       16.4          

15-20년미만 4 37          21.6       21.6          

20-25년미만 5 25          14.6       14.6          

25년이상 6 16          9.4         9.4            

171        100.0     100.0        

num 스마트워크센터 이용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회 1 34          19.9       19.9          

2회 2 19          11.1       11.1          

3회 3 25          14.6       14.6          

4회 4 29          17.0       17.0          

5회 5 25          14.6       14.6          

6회 6 5            2.9         2.9            

7회 7 5            2.9         2.9            

8회 8 7            4.1         4.1            

9회 9 2            1.2         1.2            

10회이상 10 19          11.1       11.1          

이용경험 없음 11 1            0.6         0.6            

171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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