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여건 만족도 관련 도민의식 여론조사앙케이트 충북



도민 생활여건 만족도 관련 
충청북도 도민의식 조사결과

■ 충북거주 만 19세 이상 도민 1,029명을 대상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출법을 통하여 2007년 7월 14일 15일 간 ARS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임.

米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point

표본의 특성

사 례 수 （명） 비 율%）

전 체 (1,029) 100%

성 별

남 성 (577) 56.1%

여 성 (452) 43.9%

연령 별

20 대 (71) 6.9%

30 대 (121) 11.8%

40 대 (207) 20.1%

50 대 (253) 24.6%

60 대이상 (377)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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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건 만족도 관련 도민의식 여론조사 앙케이트 충북

I. 도로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

Q) 충북도민으로서 충북의 도로교통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9.7% (2) 만족스런 편이다 29.3%

(3) 보통이다 45.3% (4)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12.8%

(5) 매우 불만족스럽다 2.8% 

► 5점 만족 척도 (보통이다 一 3점 기준) : 3.4

> 성 별 : 불만족도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나, 만족도는 남성이 약간

높게(3.8%p) 나타남

► 세대별 : 60대이상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45.1%), 불만족도는 2。대에서

가장 높은 것(25.3%)으로 나타남

지역별 : 영동군이 만족도가 제일 높고(50.0%) 증평군이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

(25.0%)으로 나타남

〈 도로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

구 분 응답수 %

매우만족 100 9.7

만족 302 29.3

보통 466 45.3

불만족 ' 132 12.8

매우불만족 29 2.8

합 계 1,029 100

【도로교통환경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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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만족도

Q) 충북도민으로서 충북의 문화예술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4.0% (2) 만족스런 편이다 16.5%

(3) 보통이다 50.2% (4)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23.6%

(5) 매우 불만족스럽다 5.6%

► 5점 만족 척도 (보통이다 — 3점기준) : 2.9

► 성 별 :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높게 (6.5%p) 나타났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불만족도가 더 높게 (9.0%p) 나타남

► 세대별 : 만족도에서는 60대이상에서 가장 높고 (28.4%), 불만족도는

30대에서 비교적 높게 (58.7%) 나타남

► 지역별 : 단양군(32.3%)과 영동군(32.7%)이 비교적 만족도가 높고

증평군이 불만족도가 비교적 높게(40.0%) 나타남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만족도(%)〉

구 분 응답수 %

매우만족 41 4.0

만족 170 16.5

보통 517 50.2

불만족 243 23.6

매우불만족 58 5.6

합 계 1,029 100.0

【문화예술환경 만족도】

16.5%

5.6% 4.0%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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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건 만족도 관련 도민의식 여론조사 앙케이트 충북

III. 환경문제에 대한 만족도

Q) 충북도민으로서 충북의 환경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⑴ 매우 만족한다 4.4% (2) 만족스런 편이다 19.0%

(3)보통이다 50,1% (4)불만족스러운편이다 22.1%

(5)매우불만족스럽다 4.4%

► 5점 만족 척도 (보통이다 一 3점기준) : 3.0

► 성 별 : 남성과 여성의 만족도, 불만족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세대별 : 만족도는 60대이상에서 가장 높고(30.6%), 불만족도는 20대어서

40대까지 고루 비교적 높게(35%정도) 나타남

► 지역별 : 괴산, 단양군이 만족도가 비교적 높고(3。%대)

보은, 증평군이 불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35%대)으로 나타남

〈환경문제에 대한 만족도(%)〉

합 계 1,029 100.0

구 분 응답수 %

매우 만족 45 4.4

만족 196 19.0

보통 516 50.1

불만족 227 22.1

매우 불만족 45 4.4

【환경문제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75

충북경제 Issued Trend



IV. 지역생활여건중 우선적 개선분야

Q) 지역생활 여건중 어느분야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⑴도로교통 8.3% (2)교육문제 14.1% (3)주거문제 14.3%

(4) 의료복지 31,8% (5) 문화예술 12,5% (6) 환경문제 10,7%

(7) 기타분야 8.4%

♦ 종 합 : 의료복지분야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제일 높음

A 성 별 : 남성은 의료복지, 주거문제 / 여성은 의료복지, 교육문제 순

► 세대별 : 20대는 문화예술, 30대는 의료복지와 문화예술, 40대는 의료복지와 교육문제.

50대이상에서는 의료복지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

► 지역별 : 전 지역에 걸쳐 의료복지 분야가 고루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주상당구와

옥천군에선 주거문제도 시급하다고 지적

〈 지역생활여건중 우선적 개선분야(%)〉

구 분 응답수 %

도로교통 , 85 8.3

교육문제 145 14.1

주거문제 147 14.3

의료복지 327 31.8

문화예술 129 12.5

환경문제 110 10.7

기타분야 86 8.4

합 계 1,029 100.0

【지역생활여건중 개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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