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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학교 유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학교 1 2,838     30.9 30.9

중학교 2 3,141     34.2 34.2

일반계고등학교 3 2,460     26.8 26.8

전문계고등학교 4 740        8.1 8.1

9,179     100.0 100.0

AREA1 조사지역: 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도시 1 3,954     43.1 43.1

중소도시 2 3,953     43.1 43.1

읍면지역 3 1,272     13.9 13.9

9,179     100.0 100.0

AREA2 조사지역: 16개 도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1,839     20.0 20.0

부산 2 549        6.0 6.0

대구 3 440        4.8 4.8

인천 4 448        4.9 4.9

광주 5 270        2.9 2.9

대전 6 223        2.4 2.4

울산 7 216        2.4 2.4

경기 8 2,634     28.7 28.7

강원 9 249        2.7 2.7

충북 10 239        2.6 2.6

충남 11 328        3.6 3.6

전북 12 347        3.8 3.8

전남 13 339        3.7 3.7

경북 14 497        5.4 5.4

경남 15 468        5.1 5.1

제주 16 94          1.0 1.0

9,179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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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응답자 학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학년 1 2,105     22.9 22.9

2학년 2 2,115     23.0 23.0

3학년 3 2,121     23.1 23.1

4학년 4 871        9.5 9.5

5학년 5 988        10.8 10.8

6학년 6 979        10.7 10.7

9,179     100.0 100.0

Gender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4,820     52.5 52.5

여자 2 4,359     47.5 47.5

9,179     100.0 100.0

Q1_1 창의적 체험활동1: 나는 모든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6        1.4 1.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75        6.3 6.3

보통이다 3 3,112     33.9 33.9

그런 편이다 4 3,561     38.8 38.8

매우 그렇다 5 1,755     19.1 19.1

무응답 9 50          .5 .5

9,179     100.0 100.0

Q1_2 창의적 체험활동2: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40        3.7 3.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097     11.9 11.9

보통이다 3 2,837     30.9 30.9

그런 편이다 4 2,864     31.2 31.2

매우 그렇다 5 1,994     21.7 21.7

무응답 9 47          .5 .5

9,179     100.0 100.0

문1. 귀하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문1. 귀하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나는 모든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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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3 창의적 체험활동3: 나는 체험활동 때문에 학교 생활이 즐겁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00        5.4 5.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408     15.3 15.3

보통이다 3 3,651     39.8 39.8

그런 편이다 4 2,156     23.5 23.5

매우 그렇다 5 1,401     15.3 15.3

무응답 9 63          .7 .7

9,179     100.0 100.0

Q1_4 창의적 체험활동4: 체험활동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22        7.9 7.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876     20.4 20.4

보통이다 3 3,701     40.3 40.3

그런 편이다 4 1,956     21.3 21.3

매우 그렇다 5 859        9.4 9.4

무응답 9 65          .7 .7

9,179     100.0 100.0

Q1_5 창의적 체험활동5: 체험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친해졌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70        8.4 8.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702     18.5 18.5

보통이다 3 3,670     40.0 40.0

그런 편이다 4 2,031     22.1 22.1

매우 그렇다 5 954        10.4 10.4

무응답 9 53          .6 .6

9,179     100.0 100.0

문1. 귀하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체험활동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1. 귀하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체험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친해졌다

문1. 귀하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나는 체험활동 때문에 학교 생활이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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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6 창의적 체험활동6: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졌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76        4.1 4.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96        8.7 8.7

보통이다 3 3,035     33.1 33.1

그런 편이다 4 3,188     34.7 34.7

매우 그렇다 5 1,731     18.9 18.9

무응답 9 52          .6 .6

9,179     100.0 100.0

Q1_7 창의적 체험활동7: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00        4.4 4.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944        10.3 10.3

보통이다 3 3,076     33.5 33.5

그런 편이다 4 3,142     34.2 34.2

매우 그렇다 5 1,535     16.7 16.7

무응답 9 82          .9 .9

9,179     100.0 100.0

Q1_8 창의적 체험활동8: 체험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27        6.8 6.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610     17.5 17.5

보통이다 3 4,188     45.6 45.6

그런 편이다 4 1,934     21.1 21.1

매우 그렇다 5 748        8.1 8.1

무응답 9 73          .8 .8

9,179     100.0 100.0

문1. 귀하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문1. 귀하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체험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문1. 귀하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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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9 창의적 체험활동9: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05        7.7 7.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655     18.0 18.0

보통이다 3 3,876     42.2 42.2

그런 편이다 4 1,861     20.3 20.3

매우 그렇다 5 1,026     11.2 11.2

무응답 9 56          .6 .6

9,179     100.0 100.0

Q1_10 창의적 체험활동10: 더 많은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04        4.4 4.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78        8.5 8.5

보통이다 3 2,251     24.5 24.5

그런 편이다 4 2,742     29.9 29.9

매우 그렇다 5 2,938     32.0 32.0

무응답 9 66          .7 .7

9,179     100.0 100.0

Q1_11 창의적 체험활동11: 다시 해 보고 싶은 체험활동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16        5.6 5.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940        10.2 10.2

보통이다 3 2,707     29.5 29.5

그런 편이다 4 2,680     29.2 29.2

매우 그렇다 5 2,258     24.6 24.6

무응답 9 79          .9 .9

9,179     100.0 100.0

문1. 귀하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문1. 귀하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 더 많은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

문1. 귀하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 다시 해 보고 싶은 체험활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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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12 창의적 체험활동12: 체험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89        7.5 7.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543     16.8 16.8

보통이다 3 3,986     43.4 43.4

그런 편이다 4 1,955     21.3 21.3

매우 그렇다 5 941        10.3 10.3

무응답 9 64          .7 .7

9,179     100.0 100.0

Q1_13 창의적 체험활동13: 체험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66        5.1 5.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840        9.2 9.2

보통이다 3 2,249     24.5 24.5

그런 편이다 4 2,593     28.3 28.3

매우 그렇다 5 2,965     32.3 32.3

무응답 9 66          .7 .7

9,179     100.0 100.0

Q1_14 창의적 체험활동14: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42        8.1 8.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643     17.9 17.9

보통이다 3 3,650     39.8 39.8

그런 편이다 4 1,802     19.6 19.6

매우 그렇다 5 1,275     13.9 13.9

무응답 9 67          .7 .7

9,179     100.0 100.0

문1. 귀하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2) 체험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문1. 귀하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 체험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문1. 귀하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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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15 창의적 체험활동15: 나는 체험활동에 빠져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80        8.5 8.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419     15.5 15.5

보통이다 3 3,523     38.4 38.4

그런 편이다 4 2,072     22.6 22.6

매우 그렇다 5 1,337     14.6 14.6

무응답 9 49          .5 .5

9,179     100.0 100.0

Q2_1 공부 관련 의견1: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화를 내시므로 공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2,097     22.8 22.8

아니다 2 2,734     29.8 29.8

약간 아니다 3 1,266     13.8 13.8

약간 그렇다 4 2,235     24.3 24.3

그렇다 5 628        6.8 6.8

정말 그렇다 6 206        2.2 2.2

무응답 9 14          .2 .2

9,179     100.0 100.0

Q2_2 공부 관련 의견2: 나는 공부를 하면 부모님이 상(용돈, 선물, 칭찬 등)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3,558     38.8 38.8

아니다 2 3,178     34.6 34.6

약간 아니다 3 1,060     11.6 11.6

약간 그렇다 4 951        10.4 10.4

그렇다 5 301        3.3 3.3

정말 그렇다 6 108        1.2 1.2

무응답 9 24          .3 .3

9,179     100.0 100.0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2) 나는 공부를 하면 부모님이 상(용돈, 선물, 칭찬 등)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문1. 귀하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 나는 체험활동에 빠져든다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화를 내시므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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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3 공부 관련 의견3: 나는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므로 공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3,158     34.4 34.4

아니다 2 3,299     35.9 35.9

약간 아니다 3 1,312     14.3 14.3

약간 그렇다 4 1,020     11.1 11.1

그렇다 5 303        3.3 3.3

정말 그렇다 6 73          .8 .8

무응답 9 14          .2 .2

9,179     100.0 100.0

Q2_4 공부 관련 의견4: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벌(야단, 체벌)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4,224     46.0 46.0

아니다 2 2,997     32.7 32.7

약간 아니다 3 960        10.5 10.5

약간 그렇다 4 654        7.1 7.1

그렇다 5 183        2.0 2.0

정말 그렇다 6 120        1.3 1.3

무응답 9 41          .5 .5

9,179     100.0 100.0

Q2_5 공부 관련 의견5: 나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2,392     26.1 26.1

아니다 2 2,588     28.2 28.2

약간 아니다 3 1,411     15.4 15.4

약간 그렇다 4 1,898     20.7 20.7

그렇다 5 611        6.7 6.7

정말 그렇다 6 256        2.8 2.8

무응답 9 22          .2 .2

9,179     100.0 100.0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4)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벌(야단, 체벌)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5) 나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3) 나는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므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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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6 공부 관련 의견6: 나는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3,164     34.5 34.5

아니다 2 2,993     32.6 32.6

약간 아니다 3 1,393     15.2 15.2

약간 그렇다 4 1,099     12.0 12.0

그렇다 5 338        3.7 3.7

정말 그렇다 6 145        1.6 1.6

무응답 9 48          .5 .5

9,179     100.0 100.0

Q2_7 공부 관련 의견7: 나는 공부하는 것을 즐기므로 공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2,000     21.8 21.8

아니다 2 2,102     22.9 22.9

약간 아니다 3 2,070     22.5 22.5

약간 그렇다 4 1,874     20.4 20.4

그렇다 5 759        8.3 8.3

정말 그렇다 6 350        3.8 3.8

무응답 9 24          .3 .3

9,179     100.0 100.0

Q2_8 공부 관련 의견8: 나는 어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1,436     15.6 15.6

아니다 2 2,027     22.1 22.1

약간 아니다 3 1,959     21.3 21.3

약간 그렇다 4 2,191     23.9 23.9

그렇다 5 1,015     11.1 11.1

정말 그렇다 6 514        5.6 5.6

무응답 9 37          .4 .4

9,179     100.0 100.0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7) 나는 공부하는 것을 즐기므로 공부한다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8) 나는 어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한다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6) 나는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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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9 공부 관련 의견9: 나는 지식을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공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1,372     14.9 14.9

아니다 2 2,022     22.0 22.0

약간 아니다 3 2,052     22.4 22.4

약간 그렇다 4 2,273     24.8 24.8

그렇다 5 936        10.2 10.2

정말 그렇다 6 505        5.5 5.5

무응답 9 19          .2 .2

9,179     100.0 100.0

Q2_10 공부 관련 의견10: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1,929     21.0 21.0

아니다 2 2,241     24.4 24.4

약간 아니다 3 2,229     24.3 24.3

약간 그렇다 4 1,687     18.4 18.4

그렇다 5 685        7.5 7.5

정말 그렇다 6 385        4.2 4.2

무응답 9 24          .3 .3

9,179     100.0 100.0

Q2_11 공부 관련 의견11: 나는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1,594     17.4 17.4

아니다 2 2,321     25.3 25.3

약간 아니다 3 2,356     25.7 25.7

약간 그렇다 4 1,744     19.0 19.0

그렇다 5 712        7.8 7.8

정말 그렇다 6 437        4.8 4.8

무응답 9 16          .2 .2

9,179     100.0 100.0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1) 나는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9) 나는 지식을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공부한다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0)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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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12 공부 관련 의견12: 나는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서 공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1,217     13.3 13.3

아니다 2 1,720     18.7 18.7

약간 아니다 3 1,769     19.3 19.3

약간 그렇다 4 2,490     27.1 27.1

그렇다 5 1,267     13.8 13.8

정말 그렇다 6 688        7.5 7.5

무응답 9 27          .3 .3

9,179     100.0 100.0

Q2_13 공부 관련 의견13: 나는 내가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2,982     32.5 32.5

아니다 2 2,225     24.2 24.2

약간 아니다 3 1,299     14.2 14.2

약간 그렇다 4 1,435     15.6 15.6

그렇다 5 668        7.3 7.3

정말 그렇다 6 542        5.9 5.9

무응답 9 28          .3 .3

9,179     100.0 100.0

Q2_14 공부 관련 의견14: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3,046     33.2 33.2

아니다 2 2,245     24.5 24.5

약간 아니다 3 1,178     12.8 12.8

약간 그렇다 4 1,357     14.8 14.8

그렇다 5 713        7.8 7.8

정말 그렇다 6 623        6.8 6.8

무응답 9 17          .2 .2

9,179     100.0 100.0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3) 나는 내가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4)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2) 나는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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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15 공부 관련 의견15: 나는 솔직히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3,073     33.5 33.5

아니다 2 2,139     23.3 23.3

약간 아니다 3 1,230     13.4 13.4

약간 그렇다 4 1,421     15.5 15.5

그렇다 5 652        7.1 7.1

정말 그렇다 6 637        6.9 6.9

무응답 9 26          .3 .3

9,179     100.0 100.0

Q2_16 공부 관련 의견16: 나는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3,521     38.4 38.4

아니다 2 2,384     26.0 26.0

약간 아니다 3 1,398     15.2 15.2

약간 그렇다 4 997        10.9 10.9

그렇다 5 426        4.6 4.6

정말 그렇다 6 428        4.7 4.7

무응답 9 25          .3 .3

9,179     100.0 100.0

Q2_17 공부 관련 의견17: 인생에서 공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2,482     27.0 27.0

아니다 2 1,753     19.1 19.1

약간 아니다 3 1,196     13.0 13.0

약간 그렇다 4 1,533     16.7 16.7

그렇다 5 1,110     12.1 12.1

정말 그렇다 6 1,085     11.8 11.8

무응답 9 20          .2 .2

9,179     100.0 100.0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7) 인생에서 공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5) 나는 솔직히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6) 나는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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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18 공부 관련 의견18: 공부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절대 아니다 1 1,695     18.5 18.5

아니다 2 1,778     19.4 19.4

약간 아니다 3 1,573     17.1 17.1

약간 그렇다 4 1,772     19.3 19.3

그렇다 5 1,139     12.4 12.4

정말 그렇다 6 1,211     13.2 13.2

무응답 9 10          .1 .1

9,179     100.0 100.0

Q3_1 자아존중감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9        2.6 2.6

거의 그렇지 않다 2 735        8.0 8.0

가끔 그렇다 3 2,780     30.3 30.3

대체로 그렇다 4 2,846     31.0 31.0

항상 그렇다 5 2,568     28.0 28.0

무응답 9 11          .1 .1

9,179     100.0 100.0

Q3_2 자아존중감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62        2.9 2.9

거의 그렇지 않다 2 983        10.7 10.7

가끔 그렇다 3 3,190     34.8 34.8

대체로 그렇다 4 2,959     32.2 32.2

항상 그렇다 5 1,774     19.3 19.3

무응답 9 10          .1 .1

9,179     100.0 100.0

문3. 아래 문항들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문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8) 공부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문3. 아래 문항들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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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3 자아존중감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230     35.2 35.2

거의 그렇지 않다 2 3,031     33.0 33.0

가끔 그렇다 3 2,225     24.2 24.2

대체로 그렇다 4 533        5.8 5.8

항상 그렇다 5 140        1.5 1.5

무응답 9 21          .2 .2

9,179     100.0 100.0

Q3_4 자아존중감4: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62        1.8 1.8

거의 그렇지 않다 2 586        6.4 6.4

가끔 그렇다 3 2,566     28.0 28.0

대체로 그렇다 4 3,561     38.8 38.8

항상 그렇다 5 2,281     24.8 24.8

무응답 9 23          .2 .2

9,179     100.0 100.0

Q3_5 자아존중감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979     21.6 21.6

거의 그렇지 않다 2 2,445     26.6 26.6

가끔 그렇다 3 3,048     33.2 33.2

대체로 그렇다 4 1,349     14.7 14.7

항상 그렇다 5 337        3.7 3.7

무응답 9 21          .2 .2

9,179     100.0 100.0

문3. 아래 문항들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4)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문3. 아래 문항들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문3. 아래 문항들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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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6 자아존중감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53        2.8 2.8

거의 그렇지 않다 2 1,041     11.3 11.3

가끔 그렇다 3 2,872     31.3 31.3

대체로 그렇다 4 2,898     31.6 31.6

항상 그렇다 5 2,093     22.8 22.8

무응답 9 22          .2 .2

9,179     100.0 100.0

Q3_7 자아존중감7: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40        3.7 3.7

거의 그렇지 않다 2 1,195     13.0 13.0

가끔 그렇다 3 2,541     27.7 27.7

대체로 그렇다 4 2,894     31.5 31.5

항상 그렇다 5 2,192     23.9 23.9

무응답 9 17          .2 .2

9,179     100.0 100.0

Q3_8 자아존중감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80        4.1 4.1

거의 그렇지 않다 2 879        9.6 9.6

가끔 그렇다 3 3,420     37.3 37.3

대체로 그렇다 4 2,714     29.6 29.6

항상 그렇다 5 1,765     19.2 19.2

무응답 9 22          .2 .2

9,179     100.0 100.0

문3. 아래 문항들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문3. 아래 문항들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문3. 아래 문항들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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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9 자아존중감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929     31.9 31.9

거의 그렇지 않다 2 2,521     27.5 27.5

가끔 그렇다 3 2,721     29.6 29.6

대체로 그렇다 4 742        8.1 8.1

항상 그렇다 5 245        2.7 2.7

무응답 9 21          .2 .2

9,179     100.0 100.0

Q3_10 자아존중감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81     22.7 22.7

거의 그렇지 않다 2 2,343     25.5 25.5

가끔 그렇다 3 3,615     39.4 39.4

대체로 그렇다 4 885        9.6 9.6

항상 그렇다 5 246        2.7 2.7

무응답 9 9            .1 .1

9,179     100.0 100.0

Q4_1 일과 목표1: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목표를 분명히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47        2.7 2.7

그렇지 않다 2 1,216     13.2 13.2

보통이다 3 4,028     43.9 43.9

그렇다 4 2,620     28.5 28.5

매우 그렇다 5 1,061     11.6 11.6

무응답 9 7            .1 .1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목표를 분명히 한다

문3. 아래 문항들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문3. 아래 문항들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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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2 일과 목표2: 나는 목표 달성 정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업적을 잘 평가할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07        3.3 3.3

그렇지 않다 2 2,003     21.8 21.8

보통이다 3 4,292     46.8 46.8

그렇다 4 1,850     20.2 20.2

매우 그렇다 5 717        7.8 7.8

무응답 9 11          .1 .1

9,179     100.0 100.0

Q4_3 일과 목표3: 나는 대체로 쉬운 일을 즐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80        3.1 3.1

그렇지 않다 2 1,090     11.9 11.9

보통이다 3 3,297     35.9 35.9

그렇다 4 3,426     37.3 37.3

매우 그렇다 5 1,072     11.7 11.7

무응답 9 13          .1 .1

9,179     100.0 100.0

Q4_4 일과 목표4: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는 것 같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1        2.5 2.5

그렇지 않다 2 1,175     12.8 12.8

보통이다 3 4,182     45.6 45.6

그렇다 4 2,551     27.8 27.8

매우 그렇다 5 1,012     11.0 11.0

무응답 9 27          .3 .3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3) 나는 대체로 쉬운 일을 즐긴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4)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는 것 같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2) 나는 목표 달성 정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업적을 잘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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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5 일과 목표5: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는 걱정과 근심도 잊게 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62        5.0 5.0

그렇지 않다 2 1,580     17.2 17.2

보통이다 3 3,127     34.1 34.1

그렇다 4 2,721     29.6 29.6

매우 그렇다 5 1,271     13.9 13.9

무응답 9 18          .2 .2

9,179     100.0 100.0

Q4_6 일과 목표6: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과 관계가 없는 딴 생각은 나지 않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64        6.1 6.1

그렇지 않다 2 2,425     26.4 26.4

보통이다 3 3,404     37.1 37.1

그렇다 4 1,896     20.7 20.7

매우 그렇다 5 856        9.3 9.3

무응답 9 33          .4 .4

9,179     100.0 100.0

Q4_7 일과 목표7: 어떤 일을 하다가 생기는 불상사를 거뜬히 대처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97        4.3 4.3

그렇지 않다 2 1,851     20.2 20.2

보통이다 3 4,233     46.1 46.1

그렇다 4 1,934     21.1 21.1

매우 그렇다 5 744        8.1 8.1

무응답 9 20          .2 .2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5)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는 걱정과 근심도 잊게 된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6)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과 관계가 없는 딴 생각은 나지 않는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7) 어떤 일을 하다가 생기는 불상사를 거뜬히 대처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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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8 일과 목표8: 어떤 일을 하다가 시간이 순식간에 흐른 적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75        1.9 1.9

그렇지 않다 2 248        2.7 2.7

보통이다 3 1,434     15.6 15.6

그렇다 4 3,844     41.9 41.9

매우 그렇다 5 3,467     37.8 37.8

무응답 9 11          .1 .1

9,179     100.0 100.0

Q4_9 일과 목표9: 내가 하는 일은 대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14        2.3 2.3

그렇지 않다 2 631        6.9 6.9

보통이다 3 2,787     30.4 30.4

그렇다 4 3,224     35.1 35.1

매우 그렇다 5 2,305     25.1 25.1

무응답 9 18          .2 .2

9,179     100.0 100.0

Q4_10 일과 목표10: 나는 일의 매 단계를 구분해서 단계단계 이루어 나간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84        4.2 4.2

그렇지 않다 2 1,856     20.2 20.2

보통이다 3 4,210     45.9 45.9

그렇다 4 1,896     20.7 20.7

매우 그렇다 5 814        8.9 8.9

무응답 9 18          .2 .2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9) 내가 하는 일은 대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0) 나는 일의 매 단계를 구분해서 단계단계 이루어 나간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8) 어떤 일을 하다가 시간이 순식간에 흐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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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11 일과 목표11: 어떤 일에 열중일 때 일의 진행 속도와 정도를 잘 파악하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32        3.6 3.6

그렇지 않다 2 1,493     16.3 16.3

보통이다 3 4,018     43.8 43.8

그렇다 4 2,377     25.9 25.9

매우 그렇다 5 935        10.2 10.2

무응답 9 24          .3 .3

9,179     100.0 100.0

Q4_12 일과 목표12: 내가 하는 일은 대개 내 능력에 부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43        5.9 5.9

그렇지 않다 2 1,992     21.7 21.7

보통이다 3 4,585     50.0 50.0

그렇다 4 1,535     16.7 16.7

매우 그렇다 5 512        5.6 5.6

무응답 9 12          .1 .1

9,179     100.0 100.0

Q4_13 일과 목표13: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온 정신을 쏟아 딴 생각할 여유가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92        5.4 5.4

그렇지 않다 2 2,237     24.4 24.4

보통이다 3 3,736     40.7 40.7

그렇다 4 1,952     21.3 21.3

매우 그렇다 5 740        8.1 8.1

무응답 9 22          .2 .2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1) 어떤 일에 열중일 때 일의 진행 속도와 정도를 잘 파악하고 있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2) 내가 하는 일은 대개 내 능력에 부친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3)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온 정신을 쏟아 딴 생각할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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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14 일과 목표14: 나의 모든 정신 에너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15        4.5 4.5

그렇지 않다 2 1,711     18.6 18.6

보통이다 3 3,877     42.2 42.2

그렇다 4 2,209     24.1 24.1

매우 그렇다 5 931        10.1 10.1

무응답 9 35          .4 .4

9,179     100.0 100.0

Q4_15 일과 목표15: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일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49        7.1 7.1

그렇지 않다 2 2,593     28.2 28.2

보통이다 3 3,767     41.0 41.0

그렇다 4 1,536     16.7 16.7

매우 그렇다 5 606        6.6 6.6

무응답 9 29          .3 .3

9,179     100.0 100.0

Q4_16 일과 목표16: 나는 평소에 불의의 사태가 일어날까 걱정이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39     12.4 12.4

그렇지 않다 2 1,978     21.6 21.6

보통이다 3 2,973     32.4 32.4

그렇다 4 2,255     24.6 24.6

매우 그렇다 5 812        8.9 8.9

무응답 9 21          .2 .2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6) 나는 평소에 불의의 사태가 일어날까 걱정이 많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4) 나의 모든 정신 에너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5)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일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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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17 일과 목표17: 일을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71        4.0 4.0

그렇지 않다 2 1,134     12.4 12.4

보통이다 3 3,482     37.9 37.9

그렇다 4 2,832     30.9 30.9

매우 그렇다 5 1,345     14.7 14.7

무응답 9 15          .2 .2

9,179     100.0 100.0

Q4_18 일과 목표18: 나는 일의 결과보다도 일 그 자체에 의의를 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35        4.7 4.7

그렇지 않다 2 1,570     17.1 17.1

보통이다 3 4,341     47.3 47.3

그렇다 4 1,935     21.1 21.1

매우 그렇다 5 871        9.5 9.5

무응답 9 26          .3 .3

9,179     100.0 100.0

Q4_19 일과 목표19: 나는 목표가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47        3.8 3.8

그렇지 않다 2 1,309     14.3 14.3

보통이다 3 3,813     41.5 41.5

그렇다 4 2,408     26.2 26.2

매우 그렇다 5 1,290     14.1 14.1

무응답 9 12          .1 .1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9) 나는 목표가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안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7) 일을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18) 나는 일의 결과보다도 일 그 자체에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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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20 일과 목표20: 하다보면 끝이 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일을 할 때가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06        8.8 8.8

그렇지 않다 2 1,867     20.3 20.3

보통이다 3 3,695     40.3 40.3

그렇다 4 2,121     23.1 23.1

매우 그렇다 5 680        7.4 7.4

무응답 9 10          .1 .1

9,179     100.0 100.0

Q4_21 일과 목표21: 나는 일의 종류에 따라 내 능력을 적절히 잘 조절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1        1.6 1.6

그렇지 않다 2 707        7.7 7.7

보통이다 3 4,767     51.9 51.9

그렇다 4 2,726     29.7 29.7

매우 그렇다 5 819        8.9 8.9

무응답 9 9            .1 .1

9,179     100.0 100.0

Q4_22 일과 목표22: 일을 할 때 마음먹은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35        5.8 5.8

그렇지 않다 2 1,506     16.4 16.4

보통이다 3 3,502     38.1 38.1

그렇다 4 3,096     33.7 33.7

매우 그렇다 5 534        5.8 5.8

무응답 9 6            .1 .1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21) 나는 일의 종류에 따라 내 능력을 적절히 잘 조절한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22) 일을 할 때 마음먹은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20) 하다보면 끝이 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일을 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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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23 일과 목표23: 나는 어떤 일에 몰두하여(빠져들어) 내 자신을 잊을 때가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39        9.1 9.1

그렇지 않다 2 2,279     24.8 24.8

보통이다 3 3,718     40.5 40.5

그렇다 4 1,771     19.3 19.3

매우 그렇다 5 547        6.0 6.0

무응답 9 25          .3 .3

9,179     100.0 100.0

Q4_24 일과 목표24: 나는 어떤 일에 쉽게 몰입한다(빠져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25        4.6 4.6

그렇지 않다 2 1,645     17.9 17.9

보통이다 3 3,788     41.3 41.3

그렇다 4 2,456     26.8 26.8

매우 그렇다 5 850        9.3 9.3

무응답 9 16          .2 .2

9,179     100.0 100.0

Q4_25 일과 목표25: 최선을 다하면 불의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28        3.6 3.6

그렇지 않다 2 1,190     13.0 13.0

보통이다 3 3,045     33.2 33.2

그렇다 4 3,074     33.5 33.5

매우 그렇다 5 1,524     16.6 16.6

무응답 9 19          .2 .2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25) 최선을 다하면 불의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23) 나는 어떤 일에 몰두하여(빠져들어) 내 자신을 잊을 때가 많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24) 나는 어떤 일에 쉽게 몰입한다(빠져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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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26 일과 목표26: 요즈음 나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92        4.3 4.3

그렇지 않다 2 754        8.2 8.2

보통이다 3 2,187     23.8 23.8

그렇다 4 3,226     35.1 35.1

매우 그렇다 5 2,599     28.3 28.3

무응답 9 20          .2 .2

9,179     100.0 100.0

Q4_27 일과 목표27: 해도 해도 또 하고 싶은 활동이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9        2.6 2.6

그렇지 않다 2 713        7.8 7.8

보통이다 3 2,690     29.3 29.3

그렇다 4 3,002     32.7 32.7

매우 그렇다 5 2,515     27.4 27.4

무응답 9 20          .2 .2

9,179     100.0 100.0

Q4_28 일과 목표28: 중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 빨리 알아본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85        3.1 3.1

그렇지 않다 2 1,154     12.6 12.6

보통이다 3 3,901     42.5 42.5

그렇다 4 2,823     30.7 30.7

매우 그렇다 5 990        10.8 10.8

무응답 9 26          .3 .3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26) 요즈음 나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27) 해도 해도 또 하고 싶은 활동이 많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28) 중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 빨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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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29 일과 목표29: 나는 일을 할 때 이대로 하면 되는 건지 어떤지 확신이 안 설 때가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06        5.5 5.5

그렇지 않다 2 1,470     16.0 16.0

보통이다 3 3,885     42.3 42.3

그렇다 4 2,566     28.0 28.0

매우 그렇다 5 719        7.8 7.8

무응답 9 33          .4 .4

9,179     100.0 100.0

Q4_30 일과 목표30: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쉽지도 어렵지도 않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34        4.7 4.7

그렇지 않다 2 1,283     14.0 14.0

보통이다 3 4,612     50.3 50.3

그렇다 4 2,155     23.5 23.5

매우 그렇다 5 673        7.3 7.3

무응답 9 21          .2 .2

9,179     100.0 100.0

Q4_31 일과 목표31: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빠져들면) 일이 저절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21        4.6 4.6

그렇지 않다 2 1,765     19.2 19.2

보통이다 3 4,011     43.7 43.7

그렇다 4 2,156     23.5 23.5

매우 그렇다 5 800        8.7 8.7

무응답 9 27          .3 .3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29) 나는 일을 할 때 이대로 하면 되는 건지 어떤지 확신이 안 설 때가 많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30)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쉽지도 어렵지도 않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31)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빠져들면) 일이 저절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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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32 일과 목표32: 집중을 하여 일을 하다보면 앞으로의 걱정거리도 사라진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94        5.4 5.4

그렇지 않다 2 2,025     22.1 22.1

보통이다 3 3,413     37.2 37.2

그렇다 4 2,270     24.7 24.7

매우 그렇다 5 943        10.3 10.3

무응답 9 33          .4 .4

9,179     100.0 100.0

Q4_33 일과 목표33: 나는 쉽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69        5.1 5.1

그렇지 않다 2 1,832     20.0 20.0

보통이다 3 4,058     44.2 44.2

그렇다 4 1,973     21.5 21.5

매우 그렇다 5 832        9.1 9.1

무응답 9 15          .2 .2

9,179     100.0 100.0

Q4_34 일과 목표34: 내 생활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14        3.4 3.4

그렇지 않다 2 1,204     13.1 13.1

보통이다 3 3,696     40.3 40.3

그렇다 4 2,724     29.7 29.7

매우 그렇다 5 1,225     13.3 13.3

무응답 9 16          .2 .2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34) 내 생활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32) 집중을 하여 일을 하다보면 앞으로의 걱정거리도 사라진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33) 나는 쉽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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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35 일과 목표35: 나는 짧은 순간에도 아주 의미있는 경험을 하곤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90        3.2 3.2

그렇지 않다 2 1,031     11.2 11.2

보통이다 3 3,671     40.0 40.0

그렇다 4 2,809     30.6 30.6

매우 그렇다 5 1,347     14.7 14.7

무응답 9 32          .3 .3

9,179     100.0 100.0

Q4_36 일과 목표36: 나는 주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697     18.5 18.5

그렇지 않다 2 3,108     33.9 33.9

보통이다 3 2,983     32.5 32.5

그렇다 4 1,065     11.6 11.6

매우 그렇다 5 299        3.3 3.3

무응답 9 27          .3 .3

9,179     100.0 100.0

Q4_37 일과 목표37: 나는 나도 모르게 목표 달성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73     13.9 13.9

그렇지 않다 2 2,408     26.2 26.2

보통이다 3 3,547     38.6 38.6

그렇다 4 1,579     17.2 17.2

매우 그렇다 5 345        3.8 3.8

무응답 9 27          .3 .3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37) 나는 나도 모르게 목표 달성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36) 나는 주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35) 나는 짧은 순간에도 아주 의미있는 경험을 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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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38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42        3.7 3.7

그렇지 않다 2 1,404     15.3 15.3

보통이다 3 4,017     43.8 43.8

그렇다 4 2,614     28.5 28.5

매우 그렇다 5 775        8.4 8.4

무응답 9 27          .3 .3

9,179     100.0 100.0

Q4_39 일과 목표39: 내가 하는 일은 마치 흘러가는 물처럼 저절로 되는 것 같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14        7.8 7.8

그렇지 않다 2 2,378     25.9 25.9

보통이다 3 4,215     45.9 45.9

그렇다 4 1,329     14.5 14.5

매우 그렇다 5 521        5.7 5.7

무응답 9 23          .3 .3

9,179     100.0 100.0

Q4_40 일과 목표40: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들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41     22.2 22.2

그렇지 않다 2 3,126     34.1 34.1

보통이다 3 2,993     32.6 32.6

그렇다 4 656        7.1 7.1

매우 그렇다 5 352        3.8 3.8

무응답 9 10          .1 .1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39) 내가 하는 일은 마치 흘러가는 물처럼 저절로 되는 것 같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40)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들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38) 나는 하는 일이 너무 쉬워 재미가 없을 때 난이도를 조금 높여 내 능력에 맞출 줄 안다

일과 목표38: 나는 하는 일이 너무 쉬워 재미가 없을 때 난이도를 조금 높여 내 능력에 맞출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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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41 일과 목표41: 대화나 독서 중에 주제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93     13.0 13.0

그렇지 않다 2 2,145     23.4 23.4

보통이다 3 3,029     33.0 33.0

그렇다 4 2,238     24.4 24.4

매우 그렇다 5 566        6.2 6.2

무응답 9 8            .1 .1

9,179     100.0 100.0

Q4_4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58        2.8 2.8

그렇지 않다 2 1,094     11.9 11.9

보통이다 3 3,459     37.7 37.7

그렇다 4 3,191     34.8 34.8

매우 그렇다 5 1,168     12.7 12.7

무응답 9 10          .1 .1

9,179     100.0 100.0

Q4_43 일과 목표43: 세상일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기본적으로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0        2.5 2.5

그렇지 않다 2 593        6.5 6.5

보통이다 3 3,100     33.8 33.8

그렇다 4 3,061     33.3 33.3

매우 그렇다 5 2,172     23.7 23.7

무응답 9 23          .3 .3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43) 세상일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기본적으로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41) 대화나 독서 중에 주제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42)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기분은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지’하는 생각이다

일과 목표42: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기분은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지’하는 생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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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44 일과 목표44: 시간을 잊고 책이나 음악에 빠져들 때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76        3.0 3.0

그렇지 않다 2 723        7.9 7.9

보통이다 3 2,103     22.9 22.9

그렇다 4 3,594     39.2 39.2

매우 그렇다 5 2,466     26.9 26.9

무응답 9 16          .2 .2

9,179     100.0 100.0

Q4_45 일과 목표45: 나에게 있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일치할 때가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27        2.5 2.5

그렇지 않다 2 794        8.7 8.7

보통이다 3 3,205     34.9 34.9

그렇다 4 3,121     34.0 34.0

매우 그렇다 5 1,816     19.8 19.8

무응답 9 15          .2 .2

9,179     100.0 100.0

Q4_46 일과 목표46: 나는 목표에 달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8        1.6 1.6

그렇지 않다 2 664        7.2 7.2

보통이다 3 3,241     35.3 35.3

그렇다 4 3,172     34.6 34.6

매우 그렇다 5 1,930     21.0 21.0

무응답 9 23          .2 .2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45) 나에게 있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일치할 때가 많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44) 시간을 잊고 책이나 음악에 빠져들 때가 있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46) 나는 목표에 달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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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47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79        2.0 2.0

그렇지 않다 2 548        6.0 6.0

보통이다 3 3,440     37.5 37.5

그렇다 4 3,271     35.6 35.6

매우 그렇다 5 1,706     18.6 18.6

무응답 9 35          .4 .4

9,179     100.0 100.0

Q4_48 일과 목표48: 나는 쉬운 일보다는 약간 어려운 일이 더 재미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20        4.6 4.6

그렇지 않다 2 1,510     16.4 16.4

보통이다 3 3,441     37.5 37.5

그렇다 4 2,708     29.5 29.5

매우 그렇다 5 1,092     11.9 11.9

무응답 9 8            .1 .1

9,179     100.0 100.0

Q4_49 일과 목표49: 일이 잘 되어가면 일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09        3.4 3.4

그렇지 않다 2 1,034     11.3 11.3

보통이다 3 3,594     39.2 39.2

그렇다 4 2,921     31.8 31.8

매우 그렇다 5 1,306     14.2 14.2

무응답 9 15          .2 .2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49) 일이 잘 되어가면 일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47) 목표 달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48) 나는 쉬운 일보다는 약간 어려운 일이 더 재미있다

일과 목표47: 목표 달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점이 더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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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50 일과 목표50: 일이나 놀이에 빠져들면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43        9.2 9.2

그렇지 않다 2 2,113     23.0 23.0

보통이다 3 3,311     36.1 36.1

그렇다 4 2,029     22.1 22.1

매우 그렇다 5 871        9.5 9.5

무응답 9 12          .1 .1

9,179     100.0 100.0

Q4_51 일과 목표51: 여러 가지 산만한 생각이 들어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55     11.5 11.5

그렇지 않다 2 1,974     21.5 21.5

보통이다 3 3,412     37.2 37.2

그렇다 4 1,994     21.7 21.7

매우 그렇다 5 731        8.0 8.0

무응답 9 13          .1 .1

9,179     100.0 100.0

Q4_52 일과 목표52: 나는 모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기분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45        8.1 8.1

그렇지 않다 2 2,744     29.9 29.9

보통이다 3 4,510     49.1 49.1

그렇다 4 827        9.0 9.0

매우 그렇다 5 332        3.6 3.6

무응답 9 21          .2 .2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50) 일이나 놀이에 빠져들면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51) 여러 가지 산만한 생각이 들어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52) 나는 모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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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53 일과 목표53: 나는 몸과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11        3.4 3.4

그렇지 않다 2 1,479     16.1 16.1

보통이다 3 4,061     44.2 44.2

그렇다 4 2,314     25.2 25.2

매우 그렇다 5 989        10.8 10.8

무응답 9 26          .3 .3

9,179     100.0 100.0

Q4_54 일과 목표54: 일(공부 등)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81        9.6 9.6

그렇지 않다 2 1,793     19.5 19.5

보통이다 3 3,562     38.8 38.8

그렇다 4 1,929     21.0 21.0

매우 그렇다 5 986        10.7 10.7

무응답 9 28          .3 .3

9,179     100.0 100.0

Q4_55 일과 목표55: 어떤 일(공부 등)을 통해서 얻은 만족감은 돈보다 가치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51        6.0 6.0

그렇지 않다 2 1,218     13.3 13.3

보통이다 3 3,652     39.8 39.8

그렇다 4 2,299     25.0 25.0

매우 그렇다 5 1,426     15.5 15.5

무응답 9 33          .4 .4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54) 일(공부 등)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55) 어떤 일(공부 등)을 통해서 얻은 만족감은 돈보다 가치가 있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53) 나는 몸과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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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56 일과 목표56: 목표가 있으므로 나는 내 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48        2.7 2.7

그렇지 않다 2 725        7.9 7.9

보통이다 3 3,504     38.2 38.2

그렇다 4 2,980     32.5 32.5

매우 그렇다 5 1,684     18.3 18.3

무응답 9 39          .4 .4

9,179     100.0 100.0

Q4_57 일과 목표57: 일(공부 등)을 할 때 자주 아직 얼마나 남았느냐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28        6.8 6.8

그렇지 않다 2 1,577     17.2 17.2

보통이다 3 3,758     40.9 40.9

그렇다 4 2,372     25.8 25.8

매우 그렇다 5 811        8.8 8.8

무응답 9 34          .4 .4

9,179     100.0 100.0

Q4_58 일과 목표58: 일(공부 등)이 너무 어려워 두려운 생각이 든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32     13.4 13.4

그렇지 않다 2 1,970     21.5 21.5

보통이다 3 3,201     34.9 34.9

그렇다 4 2,069     22.5 22.5

매우 그렇다 5 682        7.4 7.4

무응답 9 24          .3 .3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58) 일(공부 등)이 너무 어려워 두려운 생각이 든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56) 목표가 있으므로 나는 내 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57) 일(공부 등)을 할 때 자주 아직 얼마나 남았느냐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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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59 일과 목표59: 일단 시작한 일(공부 등)은 끝을 볼 때까지 방해받고 싶지 않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35        3.7 3.7

그렇지 않다 2 1,082     11.8 11.8

보통이다 3 3,660     39.9 39.9

그렇다 4 2,575     28.1 28.1

매우 그렇다 5 1,506     16.4 16.4

무응답 9 20          .2 .2

9,179     100.0 100.0

Q4_60 일과 목표60: 과제 수행에 불필요한 자극들은 내 의식에서 저절로 차단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74        7.3 7.3

그렇지 않다 2 2,227     24.3 24.3

보통이다 3 4,542     49.5 49.5

그렇다 4 1,201     13.1 13.1

매우 그렇다 5 529        5.8 5.8

무응답 9 6            .1 .1

9,179     100.0 100.0

Q4_61 일과 목표61: 딴 생각이 안 든다면 훨씬 빨리 일을 마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54        4.9 4.9

그렇지 않다 2 790        8.6 8.6

보통이다 3 2,542     27.7 27.7

그렇다 4 3,146     34.3 34.3

매우 그렇다 5 2,227     24.3 24.3

무응답 9 21          .2 .2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61) 딴 생각이 안 든다면 훨씬 빨리 일을 마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60) 과제 수행에 불필요한 자극들은 내 의식에서 저절로 차단된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59) 일단 시작한 일(공부 등)은 끝을 볼 때까지 방해받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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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62 일과 목표62: 평소 머리가 복잡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99        7.6 7.6

그렇지 않다 2 1,439     15.7 15.7

보통이다 3 2,923     31.8 31.8

그렇다 4 2,836     30.9 30.9

매우 그렇다 5 1,265     13.8 13.8

무응답 9 18          .2 .2

9,179     100.0 100.0

Q4_63 일과 목표63: 엉뚱한 생각이 자주 들어 괴롭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380     15.0 15.0

그렇지 않다 2 2,170     23.6 23.6

보통이다 3 2,796     30.5 30.5

그렇다 4 1,978     21.5 21.5

매우 그렇다 5 831        9.1 9.1

무응답 9 24          .3 .3

9,179     100.0 100.0

Q4_6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28     15.6 15.6

그렇지 않다 2 2,982     32.5 32.5

보통이다 3 3,311     36.1 36.1

그렇다 4 1,036     11.3 11.3

매우 그렇다 5 404        4.4 4.4

무응답 9 19          .2 .2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64) 어떤 일(공부 등)에 몰입하여(빠져들어) 나 자신을 망각할 때(잊어버릴 때)가 많다

일과 목표64: 어떤 일(공부 등)에 몰입하여(빠져들어) 나 자신을 망각할 때(잊어버릴 때)가 많
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62) 평소 머리가 복잡하다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63) 엉뚱한 생각이 자주 들어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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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65 일과 목표65: 나는 일(공부 등)을 할 때 지겹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66        9.4 9.4

그렇지 않다 2 1,445     15.7 15.7

보통이다 3 3,343     36.4 36.4

그렇다 4 2,358     25.7 25.7

매우 그렇다 5 1,149     12.5 12.5

무응답 9 18          .2 .2

9,179     100.0 100.0

DQ1_1 가족구성원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할아버지/외할아버지 1 618        6.7 6.7

할머니/외할머니 2 791        8.6 8.6

아버지 3 7,210     78.5 78.5

어머니 4 368        4.0 4.0

형제 또는 자매 5 23          .3 .3

친척 6 22          .2 .2

기타 7 1            .0 .0

없음 8 67          .7 .7

무응답 9 79          .9 .9

9,179     100.0 100.0

DQ1_2 가족구성원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할머니/외할머니 2 511        5.6 5.6

아버지 3 803        8.7 8.7

어머니 4 7,099     77.3 77.3

형제 또는 자매 5 418        4.6 4.6

친척 6 17          .2 .2

기타 7 2            .0 .0

없음 8 250        2.7 2.7

무응답 9 79          .9 .9

9,179     100.0 100.0

문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65) 나는 일(공부 등)을 할 때 지겹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배문1. 아래에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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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1_3 가족구성원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할아버지/외할아버지 1 3            .0 .0

아버지 3 411        4.5 4.5

어머니 4 745        8.1 8.1

형제 또는 자매 5 6,326     68.9 68.9

친척 6 112        1.2 1.2

기타 7 7            .1 .1

없음 8 1,496     16.3 16.3

무응답 9 79          .9 .9

9,179     100.0 100.0

DQ1_4 가족구성원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어머니 4 357        3.9 3.9

형제 또는 자매 5 658        7.2 7.2

친척 6 139        1.5 1.5

없음 8 7,945     86.6 86.6

무응답 9 79          .9 .9

9,179     100.0 100.0

DQ1_5 가족구성원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형제 또는 자매 5 296        3.2 3.2

친척 6 79          .9 .9

기타 7 1            .0 .0

없음 8 8,724     95.0 95.0

무응답 9 79          .9 .9

9,179     100.0 100.0

DQ1_6 가족구성원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친척 6 75          .8 .8

없음 8 9,025     98.3 98.3

무응답 9 79          .9 .9

9,179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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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1_7 가족구성원7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타 7 1            .0 .0

없음 8 9,099     99.1 99.1

무응답 9 79          .9 .9

9,179     100.0 100.0

DQ2_1 부친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학교  안다님 1 8            .1 .1

초등학교 졸업 2 87          .9 .9

중학교 졸업 3 196        2.1 2.1

고등학교 졸업 4 2,421     26.4 26.4

2-3년제 대학 졸업 5 652        7.1 7.1

4년제 대학 졸업 6 2,321     25.3 25.3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7 606        6.6 6.6

잘 모르겠음 9 2,747     29.9 29.9

무응답 99 142        1.5 1.5

9,179     100.0 100.0

DQ2_2 모친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학교  안다님 1 13          .1 .1

초등학교 졸업 2 65          .7 .7

중학교 졸업 3 206        2.2 2.2

고등학교 졸업 4 3,285     35.8 35.8

2-3년제 대학 졸업 5 576        6.3 6.3

4년제 대학 졸업 6 1,891     20.6 20.6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7 314        3.4 3.4

잘 모르겠음 9 2,694     29.4 29.4

무응답 99 135        1.5 1.5

9,179     100.0 100.0

배문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1. 아버지

배문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2.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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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3_1 부친 직업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음 1 8,679     94.6 94.6

없음 2 334        3.6 3.6

무응답 9 167        1.8 1.8

9,179     100.0 100.0

DQ3_2 모친 직업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음 1 6,042     65.8 65.8

없음 2 2,998     32.7 32.7

무응답 9 139        1.5 1.5

9,179     100.0 100.0

DQ4 반을 기준으로 한 학업 성적(2012년 1학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는 수준 1 570        6.2 6.2

못하는 수준 2 2,010     21.9 21.9

중간 3 3,828     41.7 41.7

잘하는 수준 4 2,032     22.1 22.1

매우 잘하는 수준 5 694        7.6 7.6

무응답 9 44          .5 .5

9,179     100.0 100.0

배문3.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1. 아버지

배문3.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2. 어머니

배문4. 학생의 학업성적(2012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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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5 응답자 가정 형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산다 1 51          .6 .6

  : 2 378        4.1 4.1

  : 3 1,033     11.3 11.3

보통 수준 4 3,809     41.5 41.5

  : 5 2,454     26.7 26.7

  : 6 966        10.5 10.5

매우 잘산다 7 378        4.1 4.1

무응답 9 110        1.2 1.2

9,179     100.0 100.0

배문6.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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