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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1 본 사업의 향후 발전가능성1: 우리 사업단의 본 사업은 장기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0 0.0 0.0

아니다 2 0 0.0 0.0

조금 아니다 3 4            3.9         3.9            

조금 그렇다 4 27          26.2       26.2          

그렇다 5 62          60.2       60.2          

매우 그렇다 6 10          9.7         9.7            

103        100.0     100.0        

q1_2 본 사업의 향후 발전가능성2: 우리  사업단의 본 사업은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4            3.9         3.9            

아니다 2 26          25.2       25.2          

조금 아니다 3 26          25.2       25.2          

조금 그렇다 4 33          32.0       32.0          

그렇다 5 13          12.6       12.6          

매우 그렇다 6 1            1.0         1.0            

103        100.0     100.0        

q2_1 본 사업 시작전 기획역량1: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0 0.0 0.0

아니다 2 12          11.7       11.7          

조금 아니다 3 20          19.4       19.4          

조금 그렇다 4 24          23.3       23.3          

그렇다 5 39          37.9       37.9          

매우 그렇다 6 8            7.8         7.8            

103        100.0     100.0        

문 1) 다음은 귀 사업단의 본 사업의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1. 우리 사업단의 본 사업은 장기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문 1) 다음은 귀 사업단의 본 사업의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2. 우리  사업단의 본 사업은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문 2) 다음은 귀 사업단이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기획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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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2 본 사업 시작전 기획역량2: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판매와 유통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0 0.0 0.0

아니다 2 13          12.6       12.6          

조금 아니다 3 22          21.4       21.4          

조금 그렇다 4 26          25.2       25.2          

그렇다 5 35          34.0       34.0          

매우 그렇다 6 7            6.8         6.8            

103        100.0     100.0        

q2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0 0.0 0.0

아니다 2 17          16.5       16.5          

조금 아니다 3 18          17.5       17.5          

조금 그렇다 4 28          27.2       27.2          

그렇다 5 34          33.0       33.0          

매우 그렇다 6 6            5.8         5.8            

103        100.0     100.0        

q3_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0 0.0 0.0

아니다 2 5            4.9         4.9            

조금 아니다 3 11          10.7       10.7          

조금 그렇다 4 26          25.2       25.2          

그렇다 5 38          36.9       36.9          

매우 그렇다 6 23          22.3       22.3          

103        100.0     100.0        

문 2) 다음은 귀 사업단이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기획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판매와 유통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문 2) 다음은 귀 사업단이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기획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3.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시장에서의 경쟁현황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문 3) 다음은 본 사업의 운영과정(기획, 시설, 판매 및 유통 등)에서 지자체의 도움정도를 묻고 있
습니다.
1. 지자체장(시ᆞ군)은 본 사업에 대해 우호적이며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본 사업 시작전 기획역량3: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시장에서의 경쟁현황에 대한 충분한 사
전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지자체의 도움1: 지자체장은 본 사업에 대해 우호적이며 지원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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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2            1.9         1.9            

아니다 2 14          13.6       13.6          

조금 아니다 3 17          16.5       16.5          

조금 그렇다 4 28          27.2       27.2          

그렇다 5 30          29.1       29.1          

매우 그렇다 6 12          11.7       11.7          

103        100.0     100.0        

q3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4            3.9         3.9            

아니다 2 12          11.7       11.7          

조금 아니다 3 10          9.7         9.7            

조금 그렇다 4 14          13.6       13.6          

그렇다 5 36          35.0       35.0          

매우 그렇다 6 27          26.2       26.2          

103        100.0     100.0        

본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지자체의 도움2: 지자체 공무원들은 본 사업에 대해 행정, 판매, 유통망 등
을 지원해주고 있다

문 3) 다음은 본 사업의 운영과정(기획, 시설, 판매 및 유통 등)에서 지자체의 도움정도를 묻고 있
습니다.
2. 지자체 공무원들은 본 사업에 대해 행정, 판매, 유통망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문 3) 다음은 본 사업의 운영과정(기획, 시설, 판매 및 유통 등)에서 지자체의 도움정도를 묻고 있
습니다.
3.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시설 임대 및 행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본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지자체의 도움3: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시설 임대 및 행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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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2            1.9         1.9            

아니다 2 25          24.3       24.3          

조금 아니다 3 17          16.5       16.5          

조금 그렇다 4 25          24.3       24.3          

그렇다 5 28          27.2       27.2          

매우 그렇다 6 6            5.8         5.8            

103        100.0     100.0        

q4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2            1.9         1.9            

아니다 2 22          21.4       21.4          

조금 아니다 3 12          11.7       11.7          

조금 그렇다 4 36          35.0       35.0          

그렇다 5 27          26.2       26.2          

매우 그렇다 6 4            3.9         3.9            

103        100.0     100.0        

q4_3 본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도움3: 지역 민간기업들은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해주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4            3.9         3.9            

아니다 2 31          30.1       30.1          

조금 아니다 3 21          20.4       20.4          

조금 그렇다 4 30          29.1       29.1          

그렇다 5 15          14.6       14.6          

매우 그렇다 6 2            1.9         1.9            

103        100.0     100.0        

문 4) 다음 문항들은 본 사업의 운영과정(기획, 시설, 판매, 유통 등)에서 지역사회의 도움정도를
묻고 있습니다.
1.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획,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해주고 있다

문 4) 다음 문항들은 본 사업의 운영과정(기획, 시설, 판매, 유통 등)에서 지역사회의 도움정도를
묻고 있습니다.
2. 지역의 일반시민들은 사업단의 생산물을 적극 구매해준다

문 4) 다음 문항들은 본 사업의 운영과정(기획, 시설, 판매, 유통 등)에서 지역사회의 도움정도를
묻고 있습니다.
3. 지역 민간기업들은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해주고 있다

본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도움1: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획,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해주고
있다

본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도움2: 지역의 일반시민들은 사업단의 생산물을 적극 구매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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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0 0.0 0.0

아니다 2 10          9.7         9.7            

조금 아니다 3 7            6.8         6.8            

조금 그렇다 4 30          29.1       29.1          

그렇다 5 49          47.6       47.6          

매우 그렇다 6 7            6.8         6.8            

103        100.0     100.0        

q5_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0 0.0 0.0

아니다 2 8            7.8         7.8            

조금 아니다 3 5            4.9         4.9            

조금 그렇다 4 33          32.0       32.0          

그렇다 5 43          41.7       41.7          

매우 그렇다 6 14          13.6       13.6          

103        100.0     100.0        

문 5) 다음은 귀하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과정에서 경험한 기관자체의 시장경영 마인드의
도움 정도를 묻고 있습니다. 만일 판단하기 어렵거나 해당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
다”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형사업 수행과정에서 수행기관장 또는 간부의 적극적 리더십이 도움이 되었다

시장형 사업의 경영마인드2: 시장형사업 수행과정에서 수행기관장 또는 간부의 적극적 리더십이
도움이 되었다

문 5) 다음은 귀하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과정에서 경험한 기관자체의 시장경영 마인드의
도움 정도를 묻고 있습니다. 만일 판단하기 어렵거나 해당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
다”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장형사업 수행과정에서 수행기관과 직원들의 시장 경영마인드가 도움이 되었다

시장형 사업의 경영마인드1: 시장형사업 수행과정에서 수행기관과 직원들의 시장 경영마인드가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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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0 0.0 0.0

아니다 2 18          17.5       17.5          

조금 아니다 3 13          12.6       12.6          

조금 그렇다 4 30          29.1       29.1          

그렇다 5 39          37.9       37.9          

매우 그렇다 6 3            2.9         2.9            

103        100.0     100.0        

문 5) 다음은 귀하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과정에서 경험한 기관자체의 시장경영 마인드의
도움 정도를 묻고 있습니다. 만일 판단하기 어렵거나 해당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
다”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시장형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자체, 지역상인단체,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관리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시장형 사업의 경영마인드3: 시장형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자체, 지역상인단체, 기업 등을 적극적으
로 접촉하고 관리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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