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A1-1988-0001

자 료 명     한국의 지역갈등 조사

지 역 발 전 연 구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사회학회에서는 지역발 에 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 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연구에 선생님이 제비뽑기식으로 선정되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 해 주신 내용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함께 

  통계 으로 처리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로 밝 지지 않

  습니다. 이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해 주시면 단

  히 감사하겠습니다.

1988. 10.

한국사회학회 회장   병재 (연세 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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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101. 응답자의 성별

    _______① 남자                          _______② 여자

102. 선생님은 만으로 몇 세이십니까?     (만 _______세)   

103. 선생님은 선생님 의 가구주와 어떤 계입니까?

    _______① 가구주          _______③ 자녀          _______⑤ 부모/장인,장모

    _______② 배우자          _______④ 며느리/사    _______⑥ 기타(       )

104. 선생님 은 어느 부터 이곳(응답자가 재 거주하는 도)에서 살기 시작하셨습니까?

    _______① 조상 로                   _______③ 부모 부터

    _______② 조부 부터                   _______④ 본인 부터

105. 선생님이 이 도에서 살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_______① 일제시  이               _______⑤ 5․16 이후

    _______② 일제시                    _______⑥ 1970년 이후

    _______③ 해방부터 6․25 이         _______⑦ 1980년 이후

    _______④ 6․25부터 5․16 이

106. 선생님과 선생님의 배우자와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하여 몇 가지 여쭈어 보겠

    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도 부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①
수학
년수

②
종교

③
직업

④
출신도
(고향)

⑤
거주지

⑥
주성장지

⑦
출생지

응답자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배우자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응답자의 부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응답자의 모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배우자의 부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배우자의 모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 다음페이지 <보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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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① 수학년수

   국졸(6년), 졸(9년), 고졸(12년), 졸(14년), 졸(16년) 등과 함께 퇴한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수학년수를 계산하여 기재할 것

② 종교

    01. 개신교    02. 천주교     03. 불교 
    04. 천도교    05. 원불교     06. 기타      07. 없음

③ 직업

문직                          
(01)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02) 변호사, 법조인
(03) 교수, 과학자, 연구가            (04) 작가, 술가
(05) 언론인, 방송인        .  
(07) 엔지니어        .               (08) 항공기/선박승무원
(09) 교사                          . (10) 간호원
(11) 기타 문직종사자(종교인포함)

리직
(12) 기업체 경 주 (10인 이상 고용)  (13) 기업체간부 ( 기업체부장) 
(14) 고 공무원 ( 앙 서 과장이상, 지방 서 국장이상)
(15) 사회단체간부                .   (16) 자 업체 경 주 (5인이상 고용)
(17) 기타 리직종사자  

사무직                          
(18) 회사원                          (19) 일반공무원
(20) 사회단체직원             .    .  (21) 화교환수, 우편물집배원, 철도수송원
(22) 기타사무직종사자

매/서비스직
(23) 도/소매업 경 주                (24) 도/소매업 매원
(25) 부동산/보험 개인               (26) 요식/숙박업자
(27) 서어비스직 종업원(요리사,웨이터)..(28) 행상, 노 , 출부
(29) 기타 매/서비스직종사자(운 기사 포함)

생산직
(30) 숙련노동자, 기능공              (31) 반숙련노동자
(32) 미숙련공, 견습공 .             . (33) 건설 장인부, 청소원, 막노동자
(34) 기타생산직종사자

농어민
(35) 부농(2정보, 6000평 이상)         (36) 농(1-2정보, 3000-6000평)
(37) 소농(0.5-1정보, 15000-3000평)    (38) 빈농(0.5정보 미만), 소작
(39) 농업노동자, 품일꾼           . .. (40) 어민

기타
(41) 기타분류불능직업                (43) 학생
(42) 주부                            (44) 무직

  ④ 출신도(고향), ⑤ 거주지, ⑥ 주성장지, ⑦ 출생지
  
   01. 서울      02. 경기       03. 강원       04. 충북      05. 충남
   06. 북      07. 남       08. 경북       09. 경남      10. 제주
   11. 이북      12. 해외       99.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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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선생님께서 13세 이후 어도 1년 이상을 사신 지역을 모두 말 해 주십시오. 

  

____ ① 서울 ____ ④ 충북 ____ ⑦ 남 ____ ⑩ 제주

____ ② 경기 ____ ⑤ 충남 ____ ⑧ 경북 ____ ⑪ 이북

____ ③ 강원 ____ ⑥ 북 ____ ⑨ 경남 ____ ⑫ 해외

108.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출신도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단히 자랑스럽다                  _______④ 조  부끄럽다

     _______② 조 은 자랑스럽다                  _______⑤ 아주 부끄럽다

     _______③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_______⑥ 별느낌 없다

           

109. 선생님은 같은 출신도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_______③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_______② 다소 가깝게 느껴진다        _______④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10. 선생님은 재 거주하시는 도의 다음 사항에 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그

그 다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경제여건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② 교육여건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③ 교통, 도로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④ 의료, 보건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⑤ 문화오락시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11. 선생님은 종친회나 문 (종 )행사에 얼마나 자주 나가십니까?

    _______① 빠지지 않고 꼭 간다         _______④ 거의 가지 않는다

    _______② 자주 가는 편이다            _______⑤  가본 이 없다

    _______③ 가끔 간다                   _______⑥ 종친회에 해서 아는 바가 없다

112. 선생님은 요즈음 어디까지가 실질 인 친척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친가쪽은 _______                  ② 외가쪽은 _______  

113. 가깝게 지내는 친척집은 몇 집이나 됩니까?   _______집

114. 선생님께는 다음과 같은 이웃(친척 제외)이 몇 집이나 됩니까?

    ①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는 집                                         _______집 

    ② 가끔 오가며 일상 인 이야기를 나 는 집                             _______집

    ③ 서로 인사 정도만 하는 집                                            _______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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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학교 동창모임에 얼마나 빈번히 참여하십니까? 

    

 빠짐없이 참여 자주 참여 가끔 참여  참여 안함

① 국민학교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② 학교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③ 고등학교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④ 학교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16. 다음과 같은 계가 선생님의 사회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다소 별로

① 연(인척) 계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② 지연(고향) 계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③ 학연(동창) 계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④ 개인의 능력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17. 다음 항목에 하여 어느 정도 찬성 는 반 하는지 말 해 주십시오. 

    

  찬성 체로 찬성 체로 반  반

① 부모와 집안 일을 상의

   할 때 자식이 자기주장을

   내세워서는 안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② 상하 계가 있어야 사

   회질서가 선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③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해야 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④ 은 사람보다는 나이든

   사람의 말을 우선 따라

   야 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⑤ 이해 계보다는 친구간

   의 의리가 더 요하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18. 다음과 같은 단체에 선생님의 가입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가입여부

    ① 정당                                                                _______

    ② 노동조합                                                            _______

    ③ 동조합(농수산 계, 신용조합)                                       _______

    ④ 문인 회(의사회, 약사회, 학회, 변호사회, 문 단체 등)                _______

    ⑤ 업  상공단체(상공회의소, 경제인 회, 소기업 동조합,

       각종 업자 회, 시장 번 회 등)                                       _______

    ⑥ 각종 자문기   공공단체(새마을 의회, 사회정화 원회,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의회, 재향군인회, 지역개발 원회, 지

       역자문 원회 등)                                                     _______

    ⑦ 사회 사단체(새마을청소년회, YMCA, YWCA, JC, 라이온

       스클럽, 로타리클럽, 체육회, 어머니회, 주부클럽, 학교후원회, 

      소비자단체 등)   ,                                            ,        _______

    ⑧ 친족단체, 지연․학연단체(종친회, 화수회, 향우회, 동창회 등)       ,,  ,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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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선생님은 같은 고향사람이라면 다음  어느 것을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같은 도(서울 포함)사람       _______④ 같은 리 사람

    _______② 같은 시 는 군 사람 /       _______⑤ 같은 마을 사람

    _______③ 같은 면 사람

120. 선생님은 고향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_______① 재 살고 있음               _______⑤ 거의 가지 않음

    _______② 거의 매달 는 더 자주       _______⑥  가지 않음

    _______③ 일년에 서  번               _______⑦ 갈 수 없어 못감(이북)

    _______④ 일년에 한두 번

121. 선생님께서는 재 고향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향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_______① 고향            _______② 타향            _______③ 단하기 힘들다   

Ⅱ. 사회  거리감에 한 문항

201. 선생님은 다음 지역에 어느 정도 자주 가십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달에 

한두 번

일년에 

한두 번

2～3년에 

한 번

 

없다

서울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경기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강원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충북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충남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북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남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경북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경남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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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각 지역 출신 주민을 어느 정도 좋아하십니까?

    

매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보통이다 싫어한다 매우 싫어한다

서울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경기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강원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충북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충남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북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남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경북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경남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03. 고향사람들 에서 출신도를 밝히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선생님은 이를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충분히 공감이 간다             _______③ 납득하기 힘들다

     _______② 다소 이해는 된다               _______④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4. 다음과 같은 사항이 타도 출신 사람들에 한 선생님의 생각에 얼마나 큰 향을 미쳤  

습니까? (아래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기입하십시오.)

     _______① 타도 출신 사람과의 직     _______⑤ 친구   

     _______② TV, 라디오, 신문               _______⑥ 학교 선생님

     _______③ 부모․형제                     _______⑦ 군  경험

     _______④ 배우자

    

                                  <보기>

     1. 아주 크게 향을 미쳤다             3. 별로 향을 미치지 못했다

     2. 다소 향을 미쳤다                  4.  향을 미치지 못했다

 

205. 선생님은 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서울           _______⑤ 충남           _______⑨ 경남  

    _______② 경기           _______⑥ 북           _______⑩ 제주

    _______③ 강원           _______⑦ 남 

    _______④ 충북           _______⑧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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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선생님은 자신의 출신도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① 인간  모욕                                  _______       _______

    ②  손해                                  _______       _______

    ③ 취업상의 불이익                              _______       _______

    ④ 승진상의 불이익                              _______       _______

    ⑤ 소속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                    _______       _______

207. 선생님은 지역갈등의 가장 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_① 지역주민간의 편견             ______⑤ 신문  방송의 보도

     ______② 정부의 경제발  정책          ______⑥ 역사  배경

     ______③ 정부의 인사행정               ______⑨ 모르겠다

     ______④ 정치인의 선거운동

∙ 선 생 님 께 서 는  다 음 의  경 우 에  각  지 역  출 신  주 민 을  어 떻 게  생 각 하 십 니 까 ?

208. 가족의 배우자로서                           209. 사업의 동업자로서

찬성 간 반

서울 ____ ____ ____

경기 ____ ____ ____

강원 ____ ____ ____

충북 ____ ____ ____

충남 ____ ____ ____

북 ____ ____ ____

남 ____ ____ ____

경북 ____ ____ ____

경남 ____ ____ ____

제주 ____ ____ ____

이북 ____ ____ ____

              

찬성 간 반

서울 ____ ____ ____

경기 ____ ____ ____

강원 ____ ____ ____

충북 ____ ____ ____

충남 ____ ____ ____

북 ____ ____ ____

남 ____ ____ ____

경북 ____ ____ ____

경남 ____ ____ ____

제주 ____ ____ ____

이북 ____ ____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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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가까운 친구로서                              211. 가까운 이웃으로서

찬성 간 반

서울 ____ ____ ____

경기 ____ ____ ____

강원 ____ ____ ____

충북 ____ ____ ____

충남 ____ ____ ____

북 ____ ____ ____

남 ____ ____ ____

경북 ____ ____ ____

경남 ____ ____ ____

제주 ____ ____ ____

이북 ____ ____ ____

               

찬성 간 반

서울 ____ ____ ____

경기 ____ ____ ____

강원 ____ ____ ____

충북 ____ ____ ____

충남 ____ ____ ____

북 ____ ____ ____

남 ____ ____ ____

경북 ____ ____ ____

경남 ____ ____ ____

제주 ____ ____ ____

이북 ____ ____ ____

212. 선생님은 다음  어느 지방말(사투리)을 쓰고 계십니까?

     _______① 서울․경기       _______④ 라            _______⑦ 이북

     _______② 강원             _______⑤ 경상 

     _______③ 충청             _______⑥ 제주

213. 선생님은 다음  어느 지방말(사투리)에 가장 호감을 느끼십니까?

     _______ ｝없다            _______③ 충청            _______⑥ 제주

     _______① 서울․경기      _______④ 라            _______⑦ 이북

     _______② 강원            _______⑤ 경상 

214.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지방말(사투리)이 있다면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_______ ｝없다            _______③ 충청            _______⑥ 제주

     _______① 서울․경기      _______④ 라            _______⑦ 이북

     _______② 강원            _______⑤ 경상 

215. 다음 보기의 로야구   가장 좋아하는 과 가장 싫어하는 을 각각 말 해 주십  

시오. (번호 기입)

     _______① 가장 좋아하는           _______② 가장 싫어하는        

    

                                  <보기>

    1. MBC 청룡      3. 빙그  이 스    5. 해태 타이거스    7. 롯데 자이언트

    2. 삼성 라이온스   4. OB 베어즈       6. 태평양 돌핀스    9. 모르겠다   



- 9 -

       Ⅲ. 경제발 에 한 문항

301. 선생님께서는 지역간의 경제  차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조선시                      _______④ 공화당시

     _______② 일제시                      _______⑤ 민정당시    

     _______③ 자유당시                    _______⑨ 모르겠다   

302. 선생님께서는 지역감정이 언제부터 시작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삼국시         _______④ 일제시         _______⑦ 민정당시

     _______② 고려시         _______⑤ 자유당시       _______⑨ 모르겠다 

     _______③ 조선시         _______⑥ 공화당시    

303. 지역감정이 심화되어 사회 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조선시                      _______④ 공화당시

     _______② 일제시                      _______⑤ 민정당시    

     _______③ 자유당시                    _______⑨ 모르겠다 

304. 선생님께서는 지역간 경제발  차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산업 입지 조건의 차이        _______③ 주민의 특성 차이        

     _______② 정부정책의 지역  차별       _______④ 기타(구체 으로 :            )

305. 선생님께서는 시 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국가 체의 이익             _______⑨ 모르겠다

     _______② 지역간 격차 해소

 

306. 선생님께서는 1960년  이후 경제발 과정에서 가장 이득을 본 지역과 가장 손해를 본

지역은 각각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기입할 것)

     _______① 가장 이득을 본 지역          _______② 가장 손해를 본 지역

307. 선생님께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주민의 생활수 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을 각각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기입할 것)

     _______① 가장 높은 지역               _______② 가장 낮은 지역

    

                                   <보기>

   01. 서울        02. 경기         03.강원         04. 충북         05. 충남  

   06. 북        07. 남         08. 경북        09. 경남         10. 제주

   99.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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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우리 사회의 경제는 다음의 어느 기 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능력만 있다면 구나 돈을 마음껏 벌 수 있는 자유경쟁의 기

     _______② 능력이 있어 돈을 많이 벌더라도 못사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나 어주는 기

     _______③ 능력의 차이에 상 없이 모든 사람이 같이 나 어 가지는 기

309. 우리 나라 경제성장의 혜택은 어떻게 분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집 되었다

     _______② 비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

     _______③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공평하게 나 어졌다

310. 우리 나라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기업주로부터 어떠한 우를 받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_______① 최소한의 의식주도 감당할 수 없는 우

     _______② 최소한의 의식주만 유지할 수 있는 우

     _______③ 최소한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축도 가능한 우 

Ⅳ. 선거에 한 문항

401. 선생님께서는 지난 통령 선거에서 선거유세 기부터 투표하기까지 구에게 투표하

려고 하 는지, 그리고 실제로 구에게 투표했는지 말 해 주십시오.

    

후보                시기 유세 기 유세 기 실제 투표

노태우 _____ _____ _____

김 삼 _____ _____ _____

김 _____ _____ _____

김종필 _____ _____ _____

기타후보 _____ _____ _____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 _____ _____ _____

기권(하려고)하 다 _____ _____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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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선생님께서는 어느 통령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할 때( 는 마음을 바꿀 때)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소문이나 사건들( 를들어, 유세장 폭력사건 등)로부터 어느 정도 

향을 받았습니까?

      _______① 크게 받았다                  _______③ 별로 받지 않았다

      _______② 약간 받았다                  _______④  받지 않았다

403. 지난 통령 선거와 련하여 다음 의 내용이 선생님의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를 말

해 주십시오.

                                                                    같다      다르다

    ① 통령 선거에서 내가 투표한 후보는 나와 같은 사람         

       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______     ______

    ② 만약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후보들이 나온다면 나는          

       동일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______     ______

    ③ 같은 지역 출신 후보에게 표를 몰아 주는 것은 민주화

       에 해로운 일이다                                            ______     ______

    ④ 지난 통령 선거 결과는 앞으로의 우리 나라 민주화

       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______     ______

    ⑤ 통령 직선제는 지역감정을 부채질하기 쉬우므로 내

       각책임제로 바꾸는 것이 좋다                                 ______     ______

404. 선생님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유세가 진행될 때부터 투표하기까지 구를 지

지하셨는지 말 해 주십시오.

    

후보                시기 유세 기 유세 기 실제 투표

민정당 후보 _____ _____ _____

민주당 후보 _____ _____ _____

평민당 후보 _____ _____ _____

공화당 후보 _____ _____ _____

기타 정당 후보 _____ _____ _____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 _____ _____ _____

기권(하려고)하 다 _____ _____ _____

405. 선생님께서는 어느 국회의원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할 때( 는 마음을 바꿀 때) 지

역감정을 자극하는 소문이나 사건들( 를들면, “○○당은 ○○지역 정당이다” 등)로부터 

어느 정도 향을 받았습니까?

      _______① 크게 받았다                  _______③ 별로 받지 않았다

      _______② 약간 받았다                  _______④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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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련하여 다음 들이 선생님의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를 말 해 

주십시오.

                                                                   같다       다르다

    ① 나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인보다는 정당을 더      

       요하게 보고 투표하 다                                   ______      ______

    ② 만약 다음 번 선거에서도 지난 선거 때와 비슷한 후보

       둘이 같은 정당에서 나온다면, 나는 동일한 정당에 투

       표하겠다                                                   ______      ______

    ③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후보들만이 승리한 것은 민

       주화에 해로운 일이다                                       ______      ______

    ④ 이번 국회원원 선거 결과는 우리 나라 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______      ______

    ⑤ 소선거구제보다는 선거구제나 선거구제로 바꾸

       는 것이 좋다                                               ______      ______  

 

Ⅴ. 정치 사회 의식에 한 문항

501. 선생님은 북한이 서울올림픽에 불참한 것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잘된 일이다                   _______③ 잘못된 일이다         

     _______② 잘된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니다

502. 선생님은 통일문제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어떤 식으로든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_______②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_______③ 재 이 로가 좋다

     _______④ 통일은 불가능하다

     _______⑤ 모르겠다

503. 최근에 일어난 노사분규에서 노동자들의 행동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온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무 과격하다                _______④ 온건한 편이다

     _______② 좀 과격한 편이다             _______⑤ 무 온건하다

     _______③ 보통이다                     _______⑨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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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최근에 일어난 학생운동에 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무 과격하다                _______④ 온건한 편이다

     _______② 좀 과격한 편이다             _______⑤ 무 온건하다

     _______③ 보통이다                     _______⑨ 모르겠다

505. 최근에 일어난 농민운동에 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무 과격하다                _______④ 온건한 편이다

     _______② 좀 과격한 편이다             _______⑤ 무 온건하다

     _______③ 보통이다                     _______⑨ 모르겠다

506. 선생님의 재의 생활수 은 우리 나라 체에서 볼 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_______① 상의 상          _______③ 의 상          _______⑤ 하의 상

     _______② 상의 하          _______④ 의 하          _______⑥ 하의 하

507. 선생님께서 재 사시는 동네의 생활수 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상의 상          _______③ 의 상          _______⑤ 하의 상

     _______② 상의 하          _______④ 의 하          _______⑥ 하의 하

508. 선생님 의 재 생활은 지난 5년 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아주 좋아졌다                 _______③ 나빠졌다

     _______② 좋아졌다                      _______⑤ 아주 나빠졌다

     _______③ 마찬가지다

509. (좋아졌다면) 다른 집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_______ ｝비해당

     _______① 다른 집보다 더 좋아졌다       _______③ 다른 집에 비해 덜 좋아졌다  

     _______② 다른 집과 비슷하게 좋아졌다   _______⑨ 모르겠다

510. 선생님 의 5년 후의 생활은 재와 비교하여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아주 좋아질 것이다            _______④ 나빠질 것이다

     _______② 좋아질 것이다                 _______⑤ 아주 나빠질 것이다

     _______③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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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선생님은 우리 나라에서 다음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크다   크다   그  그 다   작다    없다

    ① 여당과 야당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② 군과 민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③ 특권층과 서민층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④ 기업과 소기업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⑤ 기업주와 근로자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⑥ 기성세 와 은세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⑦ 도시사람과 농 사람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⑧ 호남사람과 남사람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512. 선생님은 제5공화국기간(1980～1987) 동안 다음과 같은 정책이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

까?

    

 아주 성공 다소 성공 그  그 다 다소 실패 아주 실패

① 물가정책 ____ ____ ____ ____ ____

② 교육정책 ____ ____ ____ ____ ____

③ 주택정책 ____ ____ ____ ____ ____

④ 농업정책 ____ ____ ____ ____ ____

⑤ 노동정책 ____ ____ ____ ____ ____

⑥ 언론정책 ____ ____ ____ ____ ____

513. 선생님 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을 모두 말 해 주십시오.

    _____① 동아일보     _____④ 앙일보     _____⑦ 한계례신문

    _____② 조선일보     _____⑤ 서울신문     _____⑧ 지방(신문)

    _____③ 한국일보     _____⑥ 경향신문     _____⑨ 기타(경제, 자,스포츠지 포함)

    * 지방신문 구독시 신문명  ①_______   ②_______   ③_______

    * 기타신문 구독시 신문명  ①_______   ②_______   ③_______

514. 선생님은 정권이 선생님 출신지역의 발 에 어떤 향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매우 좋은 향을  것이다        _______④ 다소 나쁜 향을  것이다

     _______② 다소 좋은 향을  것이다        _______⑤ 매우 나쁜 향을  것이다

     _______③ 별로 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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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선생님은 다음 정책이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다소    그      별로         모르

                                    기여    기여   그 다  기여못함  기여못함  ,겠다

  ① 지역간 경제격차의 해소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② 주 민 항쟁의 해결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③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④ 인물 등용의 지역안배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⑤ 행정구역 개편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⑥ 지역간 교류 증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⑦ 동서간의 교통시설 확충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⑧ 내각책임제 실시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⑨ 선거구제 채택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⑩ 민주화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⑪ 정권교체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516. 한국에서 1960년  이후의 경제개발계획은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를 농업 주에서 공

업 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경제성장을 해서 마땅히 그랬어야 할 일이다

     _______② 농업을 상 으로 소홀히 한 것은 잘못이나 경제성장을 해서 어쩔 수 없  

었다

     _______③ 만성 인 농산물 수입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잘못한 일이다

     _______⑨ 모르겠다

517. 최근에 호남간의 지역감정 립이 심화된 이유는 지난번 선거 때 호남의 정치가들

이 지역감정에 호소해서 선거운동을 하 기 때문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으로 맞다             _______③  근거없는 말이다

     _______② 어느 정도 맞다            _______⑨ 모르겠다

518. 만약 정치지도자들이 세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지역감정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크게 완화될 것이다        _______③ 별로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_______② 다소 완화될 것이다        _______④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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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농가 부채가 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에 

하여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정부에서 완 히 탕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_______②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_______③ 농민들 각자의 문제이므로 정부는 아무 조치도 할 필요가 없다

     _______⑨ 모르겠다

520. 선생님께서는 호남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는 것이 호남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① 크게 도움이 된다          _______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_______② 다소 도움이 된다          _______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Ⅵ. 기타 배경에 한 문항

601. 재 선생님의 한 달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________만원

602. 선생님의 수입을 포함하여 가구총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________만원

603. 선생님 의 재 재산은 충 얼마나 됩니까?                      동산________만원

604. 선생님의 주택소유 상태는 다음  무엇이고 그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말 해 주십시

오.

     _______① 자가(        만원)          _______③ 월세(        만원)

     _______② 세(        만원)          _______④ 기타(구체 으로 :            )

605. 선생님의 고용상태는 다음  무엇입니까?

     _______① 고용주                     _______④ 일일고용자

     _______② 자 업주                   _______⑤ 가족종사자(무  포함)

     _______③ 상용고용자                 _______⑥ 기타(주부, 학생, 무직 등) 

606. 선생님 아버지의 고용상태는 다음  무엇입니까?

     _______① 고용주                     _______④ 일일고용자

     _______② 자 업주                   _______⑤ 가족종사자(무  포함)

     _______③ 상용고용자                 _______⑥ 기타(주부, 학생, 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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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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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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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거주지

       .시

       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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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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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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