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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거주지역(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종로구 1 116        2.9         2.9           

중구 2 110        2.8         2.8           

용산구 3 131        3.3         3.3           

성동구 4 139        3.5         3.5           

광진구 5 148        3.7         3.7           

동대문구 6 157        3.9         3.9           

중랑구 7 168        4.2         4.2           

성북구 8 176        4.4         4.4           

강북구 9 155        3.9         3.9           

도봉구 10 157        3.9         3.9           

노원구 11 193        4.8         4.8           

은평구 12 181        4.5         4.5           

서대문구 13 144        3.6         3.6           

마포구 14 151        3.8         3.8           

양천구 15 171        4.3         4.3           

강서구 16 189        4.7         4.7           

구로구 17 164        4.1         4.1           

금천구 18 130        3.3         3.3           

영등포구 19 161        4.0         4.0           

동작구 20 160        4.0         4.0           

관악구 21 178        4.5         4.5           

서초구 22 159        4.0         4.0           

강남구 23 181        4.5         4.5           

송파구 24 204        5.1         5.1           

강동구 25 177        4.4         4.4           

4,000     100.0     100.0        

s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1,933     48.3       48.3          

여자 2 2,067     51.7       51.7          

4,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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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2a 주민등록상의 생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18년 1            0.0         0.0           

1920년 2            0.1         0.1           

1921년 3            0.1         0.1           

1922년 2            0.1         0.1           

1923년 6            0.2         0.2           

1924년 8            0.2         0.2           

1925년 14          0.4         0.4           

1926년 15          0.4         0.4           

1927년 17          0.4         0.4           

1928년 13          0.3         0.3           

1929년 26          0.7         0.7           

1930년 34          0.9         0.9           

1931년 26          0.7         0.7           

1932년 43          1.1         1.1           

1933년 52          1.3         1.3           

1934년 73          1.8         1.8           

1935년 118        3.0         3.0           

1936년 118        3.0         3.0           

1937년 150        3.8         3.8           

1938년 79          2.0         2.0           

1939년 66          1.7         1.7           

1940년 82          2.1         2.1           

1941년 81          2.0         2.0           

1942년 104        2.6         2.6           

1943년 79          2.0         2.0           

1944년 74          1.9         1.9           

1945년 111        2.8         2.8           

1946년 119        3.0         3.0           

1947년 141        3.5         3.5           

1948년 110        2.8         2.8           

1949년 97          2.4         2.4           

1950년 105        2.6         2.6           

1951년 82          2.1         2.1           

1952년 120        3.0         3.0           

1953년 126        3.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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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19        3.0         3.0           

1955년 149        3.7         3.7           

1956년 141        3.5         3.5           

1957년 176        4.4         4.4           

1958년 189        4.7         4.7           

1959년 155        3.9         3.9           

1960년 220        5.5         5.5           

1961년 162        4.1         4.1           

1962년 188        4.7         4.7           

1963년 204        5.1         5.1           

4,000     100.0     100.0        

sq2b 주민등록상의 생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월 297        7.4         7.4           

2월 370        9.3         9.3           

3월 387        9.7         9.7           

4월 350        8.8         8.8           

5월 406        10.2       10.2          

6월 286        7.2         7.2           

7월 360        9.0         9.0           

8월 308        7.7         7.7           

9월 310        7.8         7.8           

10월 385        9.6         9.6           

11월 271        6.8         6.8           

12월 270        6.8         6.8           

4,000     100.0     100.0        

sq3a 응답자 교육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학 (글자모름) 1 69          1.7         1.7           

무학이나 글자해독 가능 2 172        4.3         4.3           

초등학교 3 667        16.7       16.7          

중학교 4 695        17.4       17.4          

고등학교 5 1,748     43.7       43.7          

대학 (2년제) 6 209        5.2         5.2           

대학교 (4년제) 7 418        10.5       10.5          

대학원 이상 8 22          0.6         0.6           

4,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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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3b 응답자 교육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재학 1 5            0.1         0.1           

중퇴 3 206        5.2         5.5           

수료 4 27          0.7         0.7           

졸업 5 3,537     88.4       93.7          

비해당 0 225        5.6         

4,000     100.0     100.0        

sq4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혼 1 35          0.9         0.9           

유배우 2 3,060     76.5       76.6          

이혼 3 125        3.1         3.1           

별거 4 19          0.5         0.5           

사별 5 755        18.9       18.9          

비해당 0 6            0.2         

4,000     100.0     100.0        

sq5 동거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혼자 1 565        14.1       14.1          

배우자 2 1,144     28.6       28.6          

배우자 + 자녀 3 1,916     47.9       47.9          

배우자 없이 자녀만 4 292        7.3         7.3           

기타 5 83          2.1         2.1           

4,000     100.0     100.0        

sq6 주거형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단독주택 1 1,299     32.5       32.5          

연립주택 / 다세대 주택 2 1,066     26.7       26.7          

아파트/ 오피스텔 3 1,579     39.5       39.5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4 43          1.1         1.1           

단칸방 5 11          0.3         0.3           

노인전용 주택/ 생활시설 6 2            0.1         0.1           

4,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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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7 주택연금 가입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7          1.4         1.4           

아니다 2 3,504     87.6       87.6          

알지 못 한다 3 439        11.0       11.0          

4,000     100.0     100.0        

sq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42        3.6         3.6           

아니다 2 3,858     96.5       96.5          

4,000     100.0     100.0        

sq9 경제적 생활형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상 1 17          0.4         0.4           

중상 2 140        3.5         3.5           

중 3 1,595     39.9       39.9          

중하 4 1,532     38.3       38.3          

하 5 716        17.9       17.9          

4,000     100.0     100.0        

sq10 응답자 종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교 1 1,774     44.4       44.4          

기독교 2 1,061     26.5       26.5          

천주교 3 455        11.4       11.4          

불교 4 699        17.5       17.5          

기타 5 11          0.3         0.3           

4,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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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모임/단체 활동 여부1: 출신학교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과 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 1,041     26.0       26.0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2 943        23.6       23.6          

보통 3 925        23.1       23.1          

대체로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4 980        24.5       24.5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5 111        2.8         2.8           

4,000     100.0     100.0        

q2 모임/단체 활동 여부2: 비슷한 취미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과 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 1,329     33.2       33.2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2 981        24.5       24.5          

보통 3 911        22.8       22.8          

대체로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4 637        15.9       15.9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5 142        3.6         3.6           

4,000     100.0     100.0        

q3 모임/단체 활동 여부3: 출신지역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과 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 1,533     38.3       38.3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2 972        24.3       24.3          

보통 3 788        19.7       19.7          

대체로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4 612        15.3       15.3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5 95          2.4         2.4           

4,000     100.0     100.0        

★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문1) 출신학교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과 활동(예: 학교 동창회 등)

★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문2) 비슷한 취미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과 활동(예: 동호회 등)

★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문3) 출신지역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과 활동(예: 향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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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모임/단체 활동 여부4: 혈연으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 813        20.3       20.3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2 682        17.1       17.1          

보통 3 1,284     32.1       32.1          

대체로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4 991        24.8       24.8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5 230        5.8         5.8           

4,000     100.0     100.0        

q5 모임/단체 활동 여부5: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 1,768     44.2       44.2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2 853        21.3       21.3          

보통 3 685        17.1       17.1          

대체로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4 532        13.3       13.3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5 162        4.1         4.1           

4,000     100.0     100.0        

q6 모임/단체 활동 여부6: 시민단체 등의 사회운동 모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 2,524     63.1       63.1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2 973        24.3       24.3          

보통 3 341        8.5         8.5           

대체로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4 144        3.6         3.6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5 18          0.5         0.5           

4,000     100.0     100.0        

★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문4) 혈연으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활동(예: 친척 ․ 종친회 등)

★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문5)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

★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문6) 시민단체 등의 사회운동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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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모임/단체 활동 여부7: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 2,467     61.7       61.7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2 996        24.9       24.9          

보통 3 362        9.1         9.1           

대체로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4 145        3.6         3.6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5 30          0.8         0.8           

4,000     100.0     100.0        

q8 모임/단체 활동 여부8: 현재 거주지역의 모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 1,987     49.7       49.7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2 974        24.4       24.4          

보통 3 712        17.8       17.8          

대체로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4 273        6.8         6.8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5 54          1.4         1.4           

4,000     100.0     100.0        

q9 모임/단체 활동 여부9: 정당 등 정치관련 단체 모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 2,661     66.5       66.5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2 908        22.7       22.7          

보통 3 328        8.2         8.2           

대체로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4 92          2.3         2.3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5 11          0.3         0.3           

4,000     100.0     100.0        

★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문7)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임(예: 자선단체나 문화예술단체 등)

★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문8) 현재 거주지역의 모임(예: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부녀회, 입주자대표자회의 등)

★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문9) 정당 등 정치관련 단체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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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모임/단체 활동 여부10: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 있는 단체 또는 협회의 모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 2,069     51.7       51.7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2 831        20.8       20.8          

보통 3 666        16.7       16.7          

대체로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4 388        9.7         9.7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5 46          1.2         1.2           

4,000     100.0     100.0        

q11 평소 행동 및 인식1: 선거 때 항상 투표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            0.1         0.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04        2.6         2.6           

보통 3 444        11.1       11.1          

그런 편이다 4 1,763     44.1       44.1          

매우 그렇다 5 1,684     42.1       42.1          

4,000     100.0     100.0        

q12 평소 행동 및 인식2: 내야할 세금은 낸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0 0.0 0.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0          1.0         1.0           

보통 3 384        9.6         9.6           

그런 편이다 4 1,893     47.3       47.3          

매우 그렇다 5 1,683     42.1       42.1          

4,000     100.0     100.0        

★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 단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
문10)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 있는 단체 또는 협회의 모임

★ 다음 질문을 읽고 귀하께서는 어떤 편이신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1) 선거 때 항상 투표한다

★ 다음 질문을 읽고 귀하께서는 어떤 편이신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2) 내야할 세금은 낸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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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평소 행동 및 인식3: 가급적 법과 규칙을 항상 지킨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0.1         0.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8          1.2         1.2           

보통 3 471        11.8       11.8          

그런 편이다 4 2,170     54.3       54.3          

매우 그렇다 5 1,309     32.7       32.7          

4,000     100.0     100.0        

q14 평소 행동 및 인식4: 정부나 서울시가 하는 일에 늘 관심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4          1.4         1.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33        13.3       13.3          

보통 3 1,439     36.0       36.0          

그런 편이다 4 1,654     41.4       41.4          

매우 그렇다 5 320        8.0         8.0           

4,000     100.0     100.0        

q15 현재 노년 준비실태1: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검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1 50          1.3         2.1           

별로 준비하지 않는다 2 490        12.3       20.9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3 1,515     37.9       64.7          

많이 준비하고 있다 4 288        7.2         12.3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 다음 질문을 읽고 귀하께서는 어떤 편이신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3) 가급적 법과 규칙을 항상 지킨다

★ 다음 질문을 읽고 귀하께서는 어떤 편이신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4) 정부나 서울시가 하는 일에 늘 관심이 있다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귀하의 노년 준비 실태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15)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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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현재 노년 준비실태2: 노후 자금 준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1 170        4.3         7.3           

별로 준비하지 않는다 2 752        18.8       32.1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3 1,288     32.2       55.0          

많이 준비하고 있다 4 133        3.3         5.7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17 현재 노년 준비실태3: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1 433        10.8       18.5          

별로 준비하지 않는다 2 963        24.1       41.1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3 824        20.6       35.2          

많이 준비하고 있다 4 123        3.1         5.2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18 현재 노년 준비실태4: 취미, 여가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1 346        8.7         14.8          

별로 준비하지 않는다 2 1,037     25.9       44.3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3 865        21.6       36.9          

많이 준비하고 있다 4 95          2.4         4.1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귀하의 노년 준비 실태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16) 노후 자금 준비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귀하의 노년 준비 실태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17)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종교활동, 자원봉사 등)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귀하의 노년 준비 실태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18) 취미․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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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현재 노년 준비실태5: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1 622        15.6       26.5          

별로 준비하지 않는다 2 1,187     29.7       50.7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3 511        12.8       21.8          

많이 준비하고 있다 4 23          0.6         1.0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20 과거 노년 준비1: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검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1 84          2.1         5.1           

별로 준비하지 않았다 2 471        11.8       28.4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다 3 915        22.9       55.2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 4 187        4.7         11.3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q21 과거 노년 준비2: 노후 자금 준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1 339        8.5         20.5          

별로 준비하지 않았다 2 739        18.5       44.6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다 3 533        13.3       32.2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 4 46          1.2         2.8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귀하의 노년 준비 실태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19)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직업훈련 등)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귀하의 과거 노년 준비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20)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검진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귀하의 과거 노년 준비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21) 노후 자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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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과거 노년 준비3: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1 453        11.3       27.3          

별로 준비하지 않았다 2 677        16.9       40.9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다 3 478        12.0       28.8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 4 49          1.2         3.0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q23 과거 노년 준비4: 취미, 여가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1 416        10.4       25.1          

별로 준비하지 않았다 2 714        17.9       43.1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다 3 470        11.8       28.4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 4 57          1.4         3.4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q24 과거 노년 준비5: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1 725        18.1       43.8          

별로 준비하지 않았다 2 707        17.7       42.7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다 3 212        5.3         12.8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 4 13          0.3         0.8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귀하의 과거 노년 준비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22)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종교활동, 자원봉사 등)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귀하의 과거 노년 준비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23) 취미․여가활동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귀하의 과거 노년 준비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24)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직업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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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노인에 대한 인식1: 나는 노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6          1.4         2.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61        14.0       23.9          

보통 3 932        23.3       39.8          

그런 편이다 4 701        17.5       29.9          

매우 그렇다 5 93          2.3         4.0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26 노인에 대한 인식2: 나는 노년에 친구들이 먼저 가버릴까 봐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32        3.3         5.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96        14.9       25.4          

보통 3 832        20.8       35.5          

그런 편이다 4 661        16.5       28.2          

매우 그렇다 5 122        3.1         5.2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27 노인에 대한 인식3: 나는 나이 든 친척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4          1.4         2.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79        9.5         16.2          

보통 3 1,064     26.6       45.4          

그런 편이다 4 741        18.5       31.6          

매우 그렇다 5 105        2.6         4.5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5) 나는 노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6) 나는 노년에 친구들이 먼저 가버릴까 봐 두렵다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7) 나는 나이 든 친척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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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노인에 대한 인식4: 나는 더 젊게 보이려고 나이를 속여본 적이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6          1.9         3.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20        10.5       17.9          

보통 3 674        16.9       28.8          

그런 편이다 4 808        20.2       34.5          

매우 그렇다 5 365        9.1         15.6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29 노인에 대한 인식5: 나는 노년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까봐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4          2.1         3.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32        13.3       22.7          

보통 3 815        20.4       34.8          

그런 편이다 4 791        19.8       33.8          

매우 그렇다 5 121        3.0         5.2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30 노인에 대한 인식6: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걱정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          0.5         0.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24        5.6         9.6           

보통 3 585        14.6       25.0          

그런 편이다 4 1,018     25.5       43.4          

매우 그렇다 5 496        12.4       21.2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8) 나는 더 젊게 보이려고 나이를 속여본 적이 없다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9) 나는 노년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까봐 두렵다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0)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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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노인에 대한 인식7: 나는 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5          1.1         1.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91        12.3       21.0          

보통 3 888        22.2       37.9          

그런 편이다 4 796        19.9       34.0          

매우 그렇다 5 123        3.1         5.2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32 노인에 대한 인식8: 나는 노년에 내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8          1.5         2.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66        11.7       19.9          

보통 3 996        24.9       42.5          

그런 편이다 4 722        18.1       30.8          

매우 그렇다 5 101        2.5         4.3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33 노인에 대한 인식9: 늙어가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괴롭지 않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9          1.7         2.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17        12.9       22.1          

보통 3 912        22.8       38.9          

그런 편이다 4 740        18.5       31.6          

매우 그렇다 5 105        2.6         4.5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1) 나는 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일이 많을 것이다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2) 나는 노년에 내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하다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3) 늙어가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괴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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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4 노인에 대한 인식10: 나는 노인들과 얘기하는 것을 즐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9          1.0         1.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59        11.5       19.6          

보통 3 1,065     26.6       45.5          

그런 편이다 4 717        17.9       30.6          

매우 그렇다 5 63          1.6         2.7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35 노인에 대한 인식11: 나는 내 노후생활이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8          1.2         2.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16        10.4       17.8          

보통 3 1,039     26.0       44.3          

그런 편이다 4 762        19.1       32.5          

매우 그렇다 5 78          2.0         3.3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36 노인에 대한 인식12: 나는 거울에서 흰 머리를 보게 될 그 날이 전혀 두렵지 않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3          1.3         2.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20        13.0       22.2          

보통 3 930        23.3       39.7          

그런 편이다 4 732        18.3       31.2          

매우 그렇다 5 108        2.7         4.6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4) 나는 노인들과 얘기하는 것을 즐긴다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5) 나는 내 노후생활이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6) 나는 거울에서 흰 머리를 보게 될 그 날이 전혀 두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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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7 노인에 대한 인식13: 나는 노인과 함께 있을 때 매우 편안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5          0.6         1.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41        11.0       18.8          

보통 3 1,107     27.7       47.2          

그런 편이다 4 712        17.8       30.4          

매우 그렇다 5 58          1.5         2.5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38 노인에 대한 인식14: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0        3.0         5.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53        16.3       27.9          

보통 3 840        21.0       35.9          

그런 편이다 4 637        15.9       27.2          

매우 그렇다 5 93          2.3         4.0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39 노인에 대한 인식15: 나는 늙어 보일까 봐 두려워 해본 적이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0          2.0         3.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53        13.8       23.6          

보통 3 932        23.3       39.8          

그런 편이다 4 691        17.3       29.5          

매우 그렇다 5 87          2.2         3.7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7) 나는 노인과 함께 있을 때 매우 편안하다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8)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된다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9) 나는 늙어 보일까 봐 두려워 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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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 노인에 대한 인식16: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6          0.4         0.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30        8.3         14.1          

보통 3 900        22.5       38.4          

그런 편이다 4 1,003     25.1       42.8          

매우 그렇다 5 94          2.4         4.0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41 노인에 대한 인식17: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봐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7          2.2         3.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45        13.6       23.3          

보통 3 958        24.0       40.9          

그런 편이다 4 687        17.2       29.3          

매우 그렇다 5 66          1.7         2.8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42 노인에 대한 인식18: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내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할 것 같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1          0.5         0.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81        7.0         12.0          

보통 3 949        23.7       40.5          

그런 편이다 4 971        24.3       41.4          

매우 그렇다 5 121        3.0         5.2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0)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1)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봐 두렵다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2)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내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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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3 노인에 대한 인식19: 나는 노인들을 위해 뭔가 하는 것이 즐겁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6          0.7         1.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23        8.1         13.8          

보통 3 1,289     32.2       55.0          

그런 편이다 4 656        16.4       28.0          

매우 그렇다 5 49          1.2         2.1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44 노인에 대한 인식20: 나는 거울앞에서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롭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4        3.9         6.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75        16.9       28.8          

보통 3 1,055     26.4       45.0          

그런 편이다 4 433        10.8       18.5          

매우 그렇다 5 26          0.7         1.1           

비해당 0 1,657     41.4       

4,000     100.0     100.0        

q45 노인에 대한 인식21: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6          0.9         2.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53        6.3         15.3          

보통 3 563        14.1       34.0          

그런 편이다 4 649        16.2       39.2          

매우 그렇다 5 156        3.9         9.4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3) 나는 노인들을 위해 뭔가 하는 것이 즐겁다

★ [만 65세 미만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4) 나는 거울앞에서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롭다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5)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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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6 노인에 대한 인식22: 나는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다 떠날까봐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2          1.6         3.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37        8.4         20.3          

보통 3 522        13.1       31.5          

그런 편이다 4 557        13.9       33.6          

매우 그렇다 5 179        4.5         10.8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q47 노인에 대한 인식23: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친척을 만나는 것을 즐겨 해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2          0.8         1.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81        7.0         17.0          

보통 3 671        16.8       40.5          

그런 편이다 4 578        14.5       34.9          

매우 그렇다 5 95          2.4         5.7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q48 노인에 대한 인식24: 나는 젊어 보이려고 나이를 속여본 적이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6          1.7         4.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17        7.9         19.1          

보통 3 414        10.4       25.0          

그런 편이다 4 603        15.1       36.4          

매우 그렇다 5 257        6.4         15.5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6) 나는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다 떠날까봐 두렵다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7)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친척을 만나는 것을 즐겨 해왔다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8) 나는 젊어 보이려고 나이를 속여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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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9 노인에 대한 인식25: 나는 나이가 더 들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까봐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7          1.4         3.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50        8.8         21.1          

보통 3 541        13.5       32.6          

그런 편이다 4 582        14.6       35.1          

매우 그렇다 5 127        3.2         7.7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q50 노인에 대한 인식26: 나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 걱정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6          0.4         1.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31        3.3         7.9           

보통 3 358        9.0         21.6          

그런 편이다 4 612        15.3       36.9          

매우 그렇다 5 540        13.5       32.6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q51 노인에 대한 인식27: 나는 나이가 더 들어서도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1        3.5         8.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02        12.6       30.3          

보통 3 520        13.0       31.4          

그런 편이다 4 427        10.7       25.8          

매우 그렇다 5 67          1.7         4.0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9) 나는 나이가 더 들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까봐 두렵다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0) 나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 걱정된다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1) 나는 나이가 더 들어서도 할 일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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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2          1.1         2.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12        7.8         18.8          

보통 3 631        15.8       38.1          

그런 편이다 4 596        14.9       36.0          

매우 그렇다 5 76          1.9         4.6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q53 노인에 대한 인식29: 나는 내가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8          1.0         2.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56        8.9         21.5          

보통 3 709        17.7       42.8          

그런 편이다 4 496        12.4       29.9          

매우 그렇다 5 58          1.5         3.5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q54 노인에 대한 인식30: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0          0.8         1.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83        7.1         17.1          

보통 3 616        15.4       37.2          

그런 편이다 4 621        15.5       37.5          

매우 그렇다 5 107        2.7         6.5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노인에 대한 인식28: 내가 더 나이 들어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내 일을 결정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2) 내가 더 나이 들어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내 일을 결정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
다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3) 나는 내가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는다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4)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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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5 노인에 대한 인식31: 나는 나이가 더 들어서도 삶이 만족스러울 것으로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96          2.4         5.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08        10.2       24.6          

보통 3 646        16.2       39.0          

그런 편이다 4 454        11.4       27.4          

매우 그렇다 5 53          1.3         3.2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q56 노인에 대한 인식32: 나는 거울을 보다가 흰 머리를 볼 때 두렵거나 꺼려진 적이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8          1.5         3.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87        9.7         23.4          

보통 3 665        16.6       40.1          

그런 편이다 4 477        11.9       28.8          

매우 그렇다 5 70          1.8         4.2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q57 노인에 대한 인식33: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과 함께 있는 것이 매우 편안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          0.5         1.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43        6.1         14.7          

보통 3 676        16.9       40.8          

그런 편이다 4 614        15.4       37.1          

매우 그렇다 5 104        2.6         6.3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5) 나는 나이가 더 들어서도 삶이 만족스러울 것으로 생각한다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6) 나는 거울을 보다가 흰 머리를 볼 때 두렵거나 꺼려진 적이 없다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7)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과 함께 있는 것이 매우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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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8 노인에 대한 인식34: 나는 내가 더 나이 들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9          2.2         5.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26        10.7       25.7          

보통 3 551        13.8       33.3          

그런 편이다 4 502        12.6       30.3          

매우 그렇다 5 89          2.2         5.4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q59 노인에 대한 인식35: 나는 내가 아주 늙어 보이는 것이 두렵거나 꺼려진 적이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2          1.6         3.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78        9.5         22.8          

보통 3 700        17.5       42.2          

그런 편이다 4 460        11.5       27.8          

매우 그렇다 5 57          1.4         3.4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q60 노인에 대한 인식36: 나는 나이가 더 들어서도 내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7          0.9         2.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50        8.8         21.1          

보통 3 573        14.3       34.6          

그런 편이다 4 623        15.6       37.6          

매우 그렇다 5 74          1.9         4.5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8) 나는 내가 더 나이 들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9) 나는 내가 아주 늙어 보이는 것이 두렵거나 꺼려진 적이 없다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60) 나는 나이가 더 들어서도 내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5



A1-2012-0181
서울시 장·노년 생활 및 복지 실태조사, 2012

q61 노인에 대한 인식37: 나는 나이가 더 들면 인생에 별 다른 의미가 없어질까봐 두렵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9          1.2         3.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71        9.3         22.4          

보통 3 579        14.5       34.9          

그런 편이다 4 573        14.3       34.6          

매우 그렇다 5 85          2.1         5.1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q62 노인에 대한 인식38: 나는 나이가 더 들어서도 내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할 것 같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9          0.5         1.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47        6.2         14.9          

보통 3 708        17.7       42.7          

그런 편이다 4 608        15.2       36.7          

매우 그렇다 5 75          1.9         4.5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q63 노인에 대한 인식39: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          0.3         0.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03        5.1         12.3          

보통 3 845        21.1       51.0          

그런 편이다 4 550        13.8       33.2          

매우 그렇다 5 48          1.2         2.9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61) 나는 나이가 더 들면 인생에 별 다른 의미가 없어질까봐 두렵다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62) 나는 나이가 더 들어서도 내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할 것 같다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63)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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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4 노인에 대한 인식40: 나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것이 괴롭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9        3.0         7.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68        11.7       28.2          

보통 3 711        17.8       42.9          

그런 편이다 4 318        8.0         19.2          

매우 그렇다 5 41          1.0         2.5           

비해당 0 2,343     58.6       

4,000     100.0     100.0        

q65 사회복지에 대한 의견1: 세금을 더 늘려서라도 복지예산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안함 1 472        11.8       11.8          

별로 동의안함 2 1,106     27.7       27.7          

보통 3 954        23.9       23.9          

대체로 동의 4 1,167     29.2       29.2          

매우 동의 5 301        7.5         7.5           

4,000     100.0     100.0        

q66 사회복지에 대한 의견2: 중산층에게도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안함 1 353        8.8         8.8           

별로 동의안함 2 1,194     29.9       29.9          

보통 3 1,221     30.5       30.5          

대체로 동의 4 1,008     25.2       25.2          

매우 동의 5 224        5.6         5.6           

4,000     100.0     100.0        

★ [만 65세 이상 응답자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64) 나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것이 괴롭다

★ 아래에서 제시되는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5) 세금을 더 늘여서라도 복지예산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 아래에서 제시되는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6) 중산층에게도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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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7 사회복지에 대한 의견3: 복지서비스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안함 1 125        3.1         3.1           

별로 동의안함 2 481        12.0       12.0          

보통 3 927        23.2       23.2          

대체로 동의 4 1,658     41.5       41.5          

매우 동의 5 809        20.2       20.2          

4,000     100.0     100.0        

q68 사회복지에 대한 의견4: 노인부양의 부담은 전적으로 각 가정이 책임져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안함 1 385        9.6         9.6           

별로 동의안함 2 1,257     31.4       31.4          

보통 3 1,361     34.0       34.0          

대체로 동의 4 879        22.0       22.0          

매우 동의 5 118        3.0         3.0           

4,000     100.0     100.0        

q69 사회복지에 대한 의견5: 정부는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안함 1 119        3.0         3.0           

별로 동의안함 2 362        9.1         9.1           

보통 3 993        24.8       24.8          

대체로 동의 4 1,676     41.9       41.9          

매우 동의 5 850        21.3       21.3          

4,000     100.0     100.0        

★ 아래에서 제시되는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7) 복지서비스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아래에서 제시되는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8) 노인부양의 부담은 전적으로 각 가정이 책임져야 한다.

★ 아래에서 제시되는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9) 정부는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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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0 도시환경에 대한 의견1: 집 주변의 공공장소는 깨끗하고 쾌적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6          0.4         0.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01        5.0         5.0           

보통 3 968        24.2       24.2          

그런 편이다 4 2,232     55.8       55.8          

매우 그렇다 5 583        14.6       14.6          

4,000     100.0     100.0        

q71 도시환경에 대한 의견2: 집 주변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          0.4         0.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76        6.9         6.9           

보통 3 955        23.9       23.9          

그런 편이다 4 1,986     49.7       49.7          

매우 그렇다 5 768        19.2       19.2          

4,000     100.0     100.0        

q7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          0.4         0.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43        6.1         6.1           

보통 3 1,218     30.5       30.5          

그런 편이다 4 2,035     50.9       50.9          

매우 그렇다 5 489        12.2       12.2          

4,000     100.0     100.0        

도시환경에 대한 의견3: 자주 이용하는 인도의 노면은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어 걸어다니기에 편
리하다

★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70) 집 주변의 공공장소(산책로, 공원, 도로 및 인도 등)는 깨끗하고 쾌적하다

★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71) 집 주변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

★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72) 자주 이용하는 인도의 노면은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어 걸어다니기에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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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3 도시환경에 대한 의견4: 횡단보도의 신호대기 시간은 충분하여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          0.3         0.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31        5.8         5.8           

보통 3 1,066     26.7       26.7          

그런 편이다 4 2,097     52.4       52.4          

매우 그렇다 5 595        14.9       14.9          

4,000     100.0     100.0        

q7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9          0.5         0.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70        11.8       11.8          

보통 3 1,526     38.2       38.2          

그런 편이다 4 1,652     41.3       41.3          

매우 그렇다 5 333        8.3         8.3           

4,000     100.0     100.0        

q75 도시환경에 대한 의견6: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배려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2          0.8         0.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10        12.8       12.8          

보통 3 1,617     40.4       40.4          

그런 편이다 4 1,577     39.4       39.4          

매우 그렇다 5 264        6.6         6.6           

4,000     100.0     100.0        

도시환경에 대한 의견5: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
도록 양보한다

★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73) 횡단보도의 신호대기 시간은 충분하여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74)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한다

★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75)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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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6 도시환경에 대한 의견7: 공원의 공중화장실은 청결하고 이용이 편리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0          1.3         1.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67        14.2       14.2          

보통 3 1,422     35.6       35.6          

그런 편이다 4 1,678     42.0       42.0          

매우 그렇다 5 283        7.1         7.1           

4,000     100.0     100.0        

q77 도시환경에 대한 의견8: 우리 동네에는 보도, 벽, 공중시설 등에 낙서가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46        16.2       16.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661     41.5       41.5          

보통 3 1,200     30.0       30.0          

그런 편이다 4 458        11.5       11.5          

매우 그렇다 5 35          0.9         0.9           

4,000     100.0     100.0        

q78 도시환경에 대한 의견9: 우리 동네에서는 기물이 자주 파손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05        17.6       17.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778     44.5       44.5          

보통 3 1,112     27.8       27.8          

그런 편이다 4 375        9.4         9.4           

매우 그렇다 5 30          0.8         0.8           

4,000     100.0     100.0        

★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76) 공원의 공중화장실은 청결하고 이용이 편리하다

★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77) 우리 동네에는 보도, 벽, 공중시설 등에 낙서가 많다

★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78) 우리 동네에서는 기물이 자주 파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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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9 도시환경에 대한 의견10: 우리 동네는 시끄럽고 소음이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78        17.0       17.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480     37.0       37.0          

보통 3 1,162     29.1       29.1          

그런 편이다 4 616        15.4       15.4          

매우 그렇다 5 64          1.6         1.6           

4,000     100.0     100.0        

q80 도시환경에 대한 의견11: 우리 동네에는 사소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72        19.3       19.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723     43.1       43.1          

보통 3 1,079     27.0       27.0          

그런 편이다 4 392        9.8         9.8           

매우 그렇다 5 34          0.9         0.9           

4,000     100.0     100.0        

q81 도시환경에 대한 의견12: 우리 동네에는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60        16.5       16.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644     41.1       41.1          

보통 3 1,217     30.4       30.4          

그런 편이다 4 439        11.0       11.0          

매우 그렇다 5 40          1.0         1.0           

4,000     100.0     100.0        

★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79) 우리 동네는 시끄럽고 소음이 많다

★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80) 우리 동네에는 사소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81) 우리 동네에는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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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2 도시환경에 대한 의견13: 우리 동네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79        17.0       17.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605     40.1       40.1          

보통 3 1,213     30.3       30.3          

그런 편이다 4 464        11.6       11.6          

매우 그렇다 5 39          1.0         1.0           

4,000     100.0     100.0        

q83 교통환경에 대한 의견1: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            0.2         0.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07        2.7         2.7           

보통 3 414        10.4       10.4          

그런 편이다 4 2,318     58.0       58.0          

매우 그렇다 5 1,154     28.9       28.9          

4,000     100.0     100.0        

q84 교통환경에 대한 의견2: 버스나 지하철에는 충분한 수의 노약자석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1          0.5         0.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87        7.2         7.2           

보통 3 1,044     26.1       26.1          

그런 편이다 4 2,038     51.0       51.0          

매우 그렇다 5 610        15.3       15.3          

4,000     100.0     100.0        

★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82) 우리 동네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띈다

★ 다음은 교통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항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83)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다

★ 다음은 교통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항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84) 버스나 지하철에는 충분한 수의 노약자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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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5 교통환경에 대한 의견3: 버스운전사는 버스출발과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          0.3         0.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38        6.0         6.0           

보통 3 1,217     30.4       30.4          

그런 편이다 4 1,971     49.3       49.3          

매우 그렇다 5 563        14.1       14.1          

4,000     100.0     100.0        

q8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0          0.8         0.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47        8.7         8.7           

보통 3 1,111     27.8       27.8          

그런 편이다 4 1,996     49.9       49.9          

매우 그렇다 5 516        12.9       12.9          

4,000     100.0     100.0        

q87 교통환경에 대한 의견5: 버스나 지하철 노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            0.2         0.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84        7.1         7.1           

보통 3 1,299     32.5       32.5          

그런 편이다 4 1,938     48.5       48.5          

매우 그렇다 5 471        11.8       11.8          

4,000     100.0     100.0        

교통환경에 대한 의견4: 버스승강장은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의자와 차양막(지붕)이 설치되어 있
다

★ 다음은 교통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항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85) 버스운전사는 버스출발과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한다

★ 다음은 교통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항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86) 버스승강장은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의자와 차양막(지붕)이 설치되어 있다

★ 다음은 교통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항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87) 버스나 지하철 노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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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8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3          1.8         1.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19        13.0       13.0          

보통 3 1,398     35.0       35.0          

그런 편이다 4 1,641     41.0       41.0          

매우 그렇다 5 369        9.2         9.2           

4,000     100.0     100.0        

q89 교통환경에 대한 의견7: 교통안내표지판은 크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알아보기 쉽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          0.6         0.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54        6.4         6.4           

보통 3 1,340     33.5       33.5          

그런 편이다 4 2,064     51.6       51.6          

매우 그렇다 5 319        8.0         8.0           

4,000     100.0     100.0        

q90 교통환경에 대한 의견8: 버스 및 지하철 이용이 만족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            0.2         0.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81          2.0         2.0           

보통 3 866        21.7       21.7          

그런 편이다 4 2,609     65.2       65.2          

매우 그렇다 5 436        10.9       10.9          

4,000     100.0     100.0        

교통환경에 대한 의견6: 시내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곳에서는 무료셔틀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다음은 교통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항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88) 시내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곳에서는 무료셔틀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다음은 교통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항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89) 교통안내표지판은 크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알아보기 쉽다

★ 다음은 교통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항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90) 버스 및 지하철 이용이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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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1 주택환경에 대한 의견1: 현재 생활비 중 주택과 관련한 비용의 부담이 크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6        3.9         3.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803        20.1       20.1          

보통 3 1,325     33.1       33.1          

그런 편이다 4 1,400     35.0       35.0          

매우 그렇다 5 316        7.9         7.9           

4,000     100.0     100.0        

q9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          0.5         0.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47        6.2         6.2           

보통 3 1,175     29.4       29.4          

그런 편이다 4 2,040     51.0       51.0          

매우 그렇다 5 518        13.0       13.0          

4,000     100.0     100.0        

q9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92        7.3         7.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027     25.7       25.7          

보통 3 1,525     38.1       38.1          

그런 편이다 4 998        25.0       25.0          

매우 그렇다 5 158        4.0         4.0           

4,000     100.0     100.0        

주택환경에 대한 의견2: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수도, 화장실, 난방 등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설비들
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 다음은 현재 살고계신 주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
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91) 현재 생활비 중 주택과 관련한 비용의 부담이 크다

★ 다음은 현재 살고계신 주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
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92)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수도, 화장실, 난방 등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설비들을 적절하게 갖추
고 있다

★ 다음은 현재 살고계신 주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
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93)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안전사고 예방 및 신체적 불편 해소를 위해 개조하고 싶다(예: 화장실
안전바, 미끄럼 방지 설치, 문턱 없애기, 부엌 개수대 높이 조절 등)

주택환경에 대한 의견3: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안전사고 예방 및 신체적 불편 해소를 위해 개조하
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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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4 주택환경에 대한 의견4: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2          1.3         1.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74        9.4         9.4           

보통 3 1,430     35.8       35.8          

그런 편이다 4 1,903     47.6       47.6          

매우 그렇다 5 241        6.0         6.0           

4,000     100.0     100.0        

q95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1: 각종 행사나 볼거리 장소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6          0.9         0.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96        12.4       12.4          

보통 3 1,414     35.4       35.4          

그런 편이다 4 1,848     46.2       46.2          

매우 그렇다 5 206        5.2         5.2           

4,000     100.0     100.0        

q96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2: 여가, 오락, 체육행사 등은 참여하기 편리한 시간에 개최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7          1.4         1.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80        14.5       14.5          

보통 3 1,732     43.3       43.3          

그런 편이다 4 1,400     35.0       35.0          

매우 그렇다 5 231        5.8         5.8           

4,000     100.0     100.0        

★ 다음은 현재 살고계신 주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
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94)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한다

★ 다음은 여가나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
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95) 각종 행사나 볼거리 장소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 다음은 여가나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
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96) 여가, 오락, 체육행사 등은 참여하기 편리한 시간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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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7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3: 지역행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5          1.6         1.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50        16.3       16.3          

보통 3 1,680     42.0       42.0          

그런 편이다 4 1,423     35.6       35.6          

매우 그렇다 5 182        4.6         4.6           

4,000     100.0     100.0        

q98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4: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2        3.1         3.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87        19.7       19.7          

보통 3 1,520     38.0       38.0          

그런 편이다 4 1,359     34.0       34.0          

매우 그렇다 5 212        5.3         5.3           

4,000     100.0     100.0        

q99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5: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13        5.3         5.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978        24.5       24.5          

보통 3 1,596     39.9       39.9          

그런 편이다 4 1,078     27.0       27.0          

매우 그렇다 5 135        3.4         3.4           

4,000     100.0     100.0        

★ 다음은 여가나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
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98) 다양한 사회활동(종교, 문화, 취미, 여가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 다음은 여가나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
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99)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 다음은 여가나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
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97) 지역행사에 대한 정보(예: 참여방법, 편의시설 이용방법, 교통편 등)를 쉽게 얻을 수 있다

38



A1-2012-0181
서울시 장·노년 생활 및 복지 실태조사, 2012

q100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2        2.8         2.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81        17.0       17.0          

보통 3 1,883     47.1       47.1          

그런 편이다 4 1,224     30.6       30.6          

매우 그렇다 5 100        2.5         2.5           

4,000     100.0     100.0        

q101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7: 직업적 활동을 제외한 현재의 사회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35        3.4         3.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58        14.0       14.0          

보통 3 1,722     43.1       43.1          

그런 편이다 4 1,483     37.1       37.1          

매우 그렇다 5 101        2.5         2.5           

모름 / 무응답 9 1            0.0         0.0           

4,000     100.0     100.0        

q102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8: 문화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18        5.5         5.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821        20.5       20.5          

보통 3 1,656     41.4       41.4          

그런 편이다 4 1,229     30.7       30.7          

매우 그렇다 5 76          1.9         1.9           

4,000     100.0     100.0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6: 서울시와 우리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지원
과 도움을 제공한다

★ 다음은 여가나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
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100) 서울시와 우리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한다

★ 다음은 여가나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
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101) 직업적 활동을 제외한 현재의 사회생활(예: 사회적 활동, 대인관계 등)에 대해 만족한다

★ 다음은 여가나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
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102) 문화생활(예: 취미, 여가활동 등)에 대해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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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3        3.1         3.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74        19.4       19.4          

보통 3 1,653     41.3       41.3          

그런 편이다 4 1,320     33.0       33.0          

매우 그렇다 5 130        3.3         3.3           

4,000     100.0     100.0        

q104 존중 및 배려에 대한 의견2: 서울시, 구청, 주민자치센터 공무원과 보건소 직원들은 친절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3          1.1         1.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31        8.3         8.3           

보통 3 1,261     31.5       31.5          

그런 편이다 4 1,938     48.5       48.5          

매우 그렇다 5 427        10.7       10.7          

4,000     100.0     100.0        

q10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3          1.6         1.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04        17.6       17.6          

보통 3 1,758     44.0       44.0          

그런 편이다 4 1,223     30.6       30.6          

매우 그렇다 5 252        6.3         6.3           

4,000     100.0     100.0        

존중 및 배려에 대한 의견1: 서울시, 구청,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존중 및 배려에 대한 의견3: 대중매체(TV, 신문, 라디오 등)에서 보여지는 어르신의 이미지는 긍정
적이다

★ 다음은 존중과 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
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03) 서울시, 구청,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있다

★ 다음은 존중과 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
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04) 서울시, 구청, 주민자치센터 공무원과 보건소 직원들은 친절하다

★ 다음은 존중과 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
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05) 대중매체(TV, 신문, 라디오 등)에서 보여지는 어르신의 이미지는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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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6 존중 및 배려에 대한 의견4: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4        2.9         2.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149     28.7       28.7          

보통 3 1,653     41.3       41.3          

그런 편이다 4 969        24.2       24.2          

매우 그렇다 5 115        2.9         2.9           

4,000     100.0     100.0        

q107 존중 및 배려에 대한 의견5: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7          1.2         1.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26        13.2       13.2          

보통 3 1,942     48.6       48.6          

그런 편이다 4 1,343     33.6       33.6          

매우 그렇다 5 142        3.6         3.6           

4,000     100.0     100.0        

q108 존중 및 배려에 대한 의견6: 나는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90          2.3         2.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05        17.6       17.6          

보통 3 2,064     51.6       51.6          

그런 편이다 4 1,046     26.2       26.2          

매우 그렇다 5 95          2.4         2.4           

4,000     100.0     100.0        

★ 다음은 존중과 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
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06)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다

★ 다음은 존중과 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
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07)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

★ 다음은 존중과 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
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08) 나는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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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 존중 및 배려에 대한 의견7: 나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7          0.9         0.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87        7.2         7.2           

보통 3 1,375     34.4       34.4          

그런 편이다 4 2,090     52.3       52.3          

매우 그렇다 5 211        5.3         5.3           

4,000     100.0     100.0        

q110 존중 및 배려에 대한 의견8: 나는 친구 또는 지인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          0.5         0.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66        6.7         6.7           

보통 3 1,411     35.3       35.3          

그런 편이다 4 2,061     51.5       51.5          

매우 그렇다 5 242        6.1         6.1           

4,000     100.0     100.0        

q111 일자리 관련 의견1: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기회가 많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71        11.8       11.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771     44.3       44.3          

보통 3 1,107     27.7       27.7          

그런 편이다 4 582        14.6       14.6          

매우 그렇다 5 69          1.7         1.7           

4,000     100.0     100.0        

★ 다음은 존중과 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
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09) 나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 다음은 존중과 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
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10) 나는 친구 또는 지인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11)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기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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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2 일자리 관련 의견2: 일하고 싶지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48        6.2         6.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772        19.3       19.3          

보통 3 1,211     30.3       30.3          

그런 편이다 4 1,372     34.3       34.3          

매우 그렇다 5 397        9.9         9.9           

4,000     100.0     100.0        

q113 일자리 관련 의견3: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28        10.7       10.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421     35.5       35.5          

보통 3 1,470     36.8       36.8          

그런 편이다 4 626        15.7       15.7          

매우 그렇다 5 55          1.4         1.4           

4,000     100.0     100.0        

q114 일자리 관련 의견4: 은퇴 전, 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02        12.6       12.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585     39.6       39.6          

보통 3 1,296     32.4       32.4          

그런 편이다 4 559        14.0       14.0          

매우 그렇다 5 58          1.5         1.5           

4,000     100.0     100.0        

★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12) 일하고 싶지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

★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13)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14) 은퇴 전․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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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5 일자리 관련 의견5: 현재 하고 있는 일(직업적 활동, 가사일 등)에 만족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22        5.6         5.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878        22.0       22.0          

보통 3 1,834     45.9       45.9          

그런 편이다 4 1,007     25.2       25.2          

매우 그렇다 5 59          1.5         1.5           

4,000     100.0     100.0        

q116 일자리 관련 의견6: 현재의 경제수준(생활수준, 재산, 수입 등)에 대해 만족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57        8.9         8.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036     25.9       25.9          

보통 3 1,823     45.6       45.6          

그런 편이다 4 751        18.8       18.8          

매우 그렇다 5 33          0.8         0.8           

4,000     100.0     100.0        

q117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에 대한 의견1: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0          1.0         1.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98        15.0       15.0          

보통 3 1,592     39.8       39.8          

그런 편이다 4 1,651     41.3       41.3          

매우 그렇다 5 118        3.0         3.0           

모름 / 무응답 9 1            0.0         0.0           

4,000     100.0     100.0        

★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15) 현재 하고 있는 일(직업적 활동, 가사일 등)에 만족한다

★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16) 현재의 경제수준(생활수준, 재산, 수입 등)에 대해 만족한다

★ 다음은 어르신 일상생활 정보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17)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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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8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8          0.5         0.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67        9.2         9.2           

보통 3 1,382     34.6       34.6          

그런 편이다 4 1,931     48.3       48.3          

매우 그렇다 5 301        7.5         7.5           

모름 / 무응답 9 1            0.0         0.0           

4,000     100.0     100.0        

q119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2          0.6         0.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624        15.6       15.6          

보통 3 1,757     43.9       43.9          

그런 편이다 4 1,433     35.8       35.8          

매우 그렇다 5 163        4.1         4.1           

모름 / 무응답 9 1            0.0         0.0           

4,000     100.0     100.0        

q120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8          0.7         0.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53        11.3       11.3          

보통 3 1,582     39.6       39.6          

그런 편이다 4 1,658     41.5       41.5          

매우 그렇다 5 278        7.0         7.0           

모름 / 무응답 9 1            0.0         0.0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에 대한 의견2: 공공기관, 병원, 복지관 등을 이용할 때 문의사항이 있으면
친절히 안내해 준다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에 대한 의견3: 안내책자, 소식지, 텔레비전 자막 등은 활자가 크고 알아보기
쉽다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에 대한 의견4: 공공기관과 복지관 등에서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무료나 저
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다음은 어르신 일상생활 정보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18) 공공기관, 병원, 복지관 등을 이용할 때 문의사항이 있으면 친절히 안내해 준다.

★ 다음은 어르신 일상생활 정보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19) 안내책자, 소식지, 텔레비전 자막 등은 활자가 크고 알아보기 쉽다

★ 다음은 어르신 일상생활 정보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20) 공공기관(서울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과 복지관 등에서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무료
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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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100.0     100.0        

q121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에 대한 의견5: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소식이 만족스럽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4          0.9         0.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60        11.5       11.5          

보통 3 2,084     52.1       52.1          

그런 편이다 4 1,334     33.4       33.4          

매우 그렇다 5 87          2.2         2.2           

모름 / 무응답 9 1            0.0         0.0           

4,000     100.0     100.0        

q12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8          0.7         0.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93        9.8         9.8           

보통 3 1,274     31.9       31.9          

그런 편이다 4 2,029     50.7       50.7          

매우 그렇다 5 276        6.9         6.9           

4,000     100.0     100.0        

★ 다음은 어르신 일상생활 정보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
음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121)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소식이 만족스럽다

★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
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122) 구청,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보(건강교육,
영양교실, 운동처방 등)가 제공된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의견1: 구청,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위한 프
로그램이나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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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3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의견2: 보건소와 복지관은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9          1.0         1.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305        7.6         7.6           

보통 3 1,305     32.6       32.6          

그런 편이다 4 1,914     47.9       47.9          

매우 그렇다 5 437        10.9       10.9          

4,000     100.0     100.0        

q12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9          0.7         0.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65        11.6       11.6          

보통 3 1,586     39.7       39.7          

그런 편이다 4 1,575     39.4       39.4          

매우 그렇다 5 345        8.6         8.6           

4,000     100.0     100.0        

q125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의견4: 관공서나 보건소 이용 시 행정절차가 간편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0          0.8         0.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01        12.5       12.5          

보통 3 1,429     35.7       35.7          

그런 편이다 4 1,709     42.7       42.7          

매우 그렇다 5 331        8.3         8.3           

4,000     100.0     100.0        

★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
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123) 보건소와 복지관은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
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124) 서울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복지관을 통해 복지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
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125) 관공서나 보건소 이용 시 행정절차가 간편하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의견3: 서울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복지관을 통해 복지관련 정보
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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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6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의견5: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38        16.0       16.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848     46.2       46.2          

보통 3 1,430     35.8       35.8          

그런 편이다 4 68          1.7         1.7           

매우 그렇다 5 16          0.4         0.4           

4,000     100.0     100.0        

★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다음 제시
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126)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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