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A1-1996-0005

자 료 명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한 조사

                                                         

1 2 3 4 5

안녕하십니까?

                                                              

경상 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의 발 을 하여 

여러 종류의 사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희 연구

소에서는 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기  연구를 교육부의 지

원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범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하의 고견

을 듣고자 희 경상  학생 조사원들이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 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학술 목 으로만 사용되

므로 완 하게 비 이 보장됩니다. 부디 우리 지역사회의 발 에 도움을 주신다

는 생각으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평소의 의견 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와주시는데 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 의 안녕과 번창하심을 빕니다.

        

   

                                                  1996년 6월                

                                         경상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본 조사는 경상 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와 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0591) 751-5184, 5769  

  면  자 : ___________________     면 일시: ___월 _____ 일 ______시 ____분

  면  지역: 진주시 ___________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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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질문들에 해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에 V표시하여 주십시오.

1. 어떤 곳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하는 데 있어 다음의 사항들은 얼마나 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사항에 해 평가하여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매우  비교   그    비교     

          요함 요함 그 다  덜 요  요치않음

1) 경제  사정이 좋음              .___    ___    ___     ____    ____

2) 소비 생활의 편리함            ___    ___    ___     ____    ____

3) 교통의 편리함                    ___    ___    ___     ____    ____

4) 교육 환경의 양호함               ___    ___    ___     ____    ____

5) 문화 생활의 편리함               ___    ___    ___     ____    ____

6) 여가 생활의 편리함               ___    ___    ___     ____    ____

7) 쾌 한 자연 환경                 ___    ___    ___     ____    ____

8) 역사 으로 유명한 고장           ___    ___    ___     ____    ____

9) 행정서비스가 좋음                ___    ___    ___     ____    ____

10) 정보화가 잘 되어 있음           ___    ___    ___     ____    ____

11) 의료서비스가 좋음               ___    ___    ___     ____    ____

12) 사회복지서비스가 좋음           ___    ___    ___     ____    ____

13) 주택사정이 좋음                 ___    ___    ___     ____    ____

14) 범죄가 거의 없음                ___    ___    ___     ____    ____

15) 친근한 사람이 많음              ___    ___    ___     ____    ____

16) 조상이 로 사던 곳임         ___    ___    ___     ____    ____

17) 본인이 오래 산 곳임             ___    ___    ___     ____    ____

18) 고향과 같은 곳임                ___    ___    ___     ____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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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다면 이 지역사회의 여러 여건들에 해서는 얼마나 만족하시는지요? 아래

의 항목들 하나하나에 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말 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매우   비교    그     비교     

         만족함  만족함  그 다   덜만족  만족치않음

1) 반  경제  사정             ____     ____    ____     ____     ____ 

2) 소비 생활의 편리함             ____     ____    ____     ____     ____ 

3) 반 인 교통 여건             ____     ____    ____     ____     ____ 

4) 교육 환경의 정도               ____     ____    ____     ____     ____ 

5) 문화생활의 여건                ____     ____    ____     ____     ____ 

6) 여가생활의 여건                ____     ____    ____     ____     ____

7) 자연 환경의 쾌 한 정도        ____     ____    ____     ____     ____

8) 이 지역의 역사  배경          ____     ____    ____     ____     ____ 

9) 행정서비스 여건                ____     ____    ____     ____     ____ 

10) 정보화의 정도                 ____     ____    ____     ____     ____ 

11) 의료서비스 여건               ____     ____    ____     ____     ____ 

12) 사회복지서비스의 여건         ____     ____    ____     ____     ____

13) 주택사정의 정도               ____     ____    ____     ____     ____

14) 범죄로부터 안 한 정도        ____     ____    ____     ____     ____

15) 친근한 사람이 많은 것         ____     ____    ____     ____     ____ 

16) 조상이 살던 곳임              ____     ____    ____     ____     ____ 

17) 정이 든 곳임                  ____     ____    ____     ____     ____ 

18) 고향과 같은 느낌을          ____     ____    ____     ____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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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터는 귀하께서 이 지역사회에 해 느끼시는 여러 사항들에 
해 묻고자 합니다. 부디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하여 주시고, 
 열린 질문에 해서도 잘 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귀하께서는 이 지역에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년

4. 이 지역에 사시기 직 에는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___1) 다른 곳에서 산 이 없다 

___2) ______________에서 살았다

5. 군  시 을 제외하고, 이 지역 외의 다른 곳에서 1년 이상 사신 이 있습니까?

___1) 이 지역 외의 다른 곳에서 1년 이상 산 이 없다

___2) 이 지역과 인근 외에 다른 곳에서 1년 이상 살아본 이 없다

___3) 이 지역과 인근 외의 다른 곳에서도 1년 이상 살아본 이 있다

6. 귀하께서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셨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V표시 하여 주십시오

___1) 이 지역에서 태어났다

___2) 국민학교를 다녔다

___3) 학교를 다녔다

___4) 고등학교를 다녔다

___5) 학교를 다녔다

___6) 이 지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학교를 다닌 도 없다 

7. 귀하께서는 스스로를 이 지역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1) 나는 이 지역 사람이다 

___2) 나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다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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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께서는 이 지역의 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자주 가지

십니까? 

___1) 나는 늘 그런 느낌을 가진다 

___2) 자주 그런 느낌을 가진다

___3) 어떤 때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만, 다른 때는 그 지 않다

___4) 내가 정말 여기에 속한다는 느낌은 거의 가지지 않는다

9. 최근에 귀하께서는 ‘그래, 난 이 지역 사람이야’하는 느낌을 가지신 이 있습니

까? 있다면, 언제 그런 느낌을 가지졌는지 말 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이 지역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요한 기 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___1) 이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여부

___2) 이 지역에서 주로 성장하 는가 여부

___3)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는가 여부

___4) 재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가 여부

11. 귀하께서는 이 지역과 련된 소식들을 잘 챙겨서 듣고 보시는 편입니까?

___1) 깊은 심을 가지고 잘 챙긴다 

___2) 비교  심을 갖고, 챙기는 편이다 

___3) 별 심이 없이, 잘 챙기지 않는다

12. 이 지역과 련된 소식들은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얻으십니까?

___1) 지역 텔 비젼

___2) 지역 라디오

___3) 지역의 일간신문

___4) 지역의 주간신문

___5) 지역의 생활정보지

___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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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하께서는 이 지역의 고등학교 운동경기 이 국단 의 회에서  우승하

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기쁘십니까? 

___1) 기쁜 편이다

___2) 별 감정이 없이 담담하다

14. 귀하께서는 사회 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이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됩니까?

___1) 좋은 느낌을 가진다

___2) 별다른 느낌이 없다

15.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해 험담이나 나쁜 소리를 하

면 기분이 상하십니까? 

___1) 매우 기분이 상한다

___2) 비교  기분이 상한다

___3) 별다르게 기분이 상하고 말고가 없다

16. 언론 매체를 통해 이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보도에 하게 

되면, 부끄럽다는 느낌을 가지시게 됩니까?

___1) 다소간 부끄럽다는 느낌이 든다

___2) 부끄럽다기 보다는 쓰 하다는 느낌을 가진다

___3)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

17.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 하는 행사에서 자원 사자를 모집한다면, 귀하께

서는 자원 사자로서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___1) 가능하면 참여하겠다

___2)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굳이 참여할 생각은 없다

___3)  참여할 마음이 없다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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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하께서는 이 지역에 한 애착심이 강하다고 여기십니까?

___1) 매우 강하다

___2) 비교  강한 편이다

___3) 그  그 다

___4) 비교  약한 편이다

___5) 애착심은 거의 없다

19. 귀하의 자녀나 손자가 이 지역 사람과 결혼하시기를 바라십니까? 

___1) 꼭 이 지역 사람과 결혼하 으면 한다

___2) 가능하면 이 지역 사람과 결혼하 으면 한다

___3) 가능하면 이 지역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았으면 한다

___4) 꼭 이 지역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았으면 한다

20. 귀하의 자녀나 손자가 결혼 후, 이 지역에서 거주하시기를 바라십니까?

___1)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거주하 으면 좋겠다

___2)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1. 귀하께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 출신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까?

___1) 반가우며, 이 지역의 이야기도 나 기도 한다

___2) 반갑다는 느낌은 있기는 하지만, 별 다르게 하지는 않는다

___3) 별 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

22. 귀하께서는 이웃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는 편입니까?

___1)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

___2) 서로 알고는 있지만, 친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___3) 잘 모르며, 친하지도 않다

23. 이 지역을 발 시키기 하여 모 을 한다면 기꺼이 모 에 응하시겠습니까? 

___1) 낼 수 있는 만큼의 최 한의 성 을 내겠다

___2) 체면치례 정도의 성 은 내겠다

___3) 이미 세 을 내는 만큼 따로이 성 을 내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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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귀하께서는 이 지역을 사랑하십니까? 

___1)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___2) 이 지역에 해 애착을 느끼기는 하지만, 사랑이라기는 어렵다

___3) 이 지역에 해 별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25.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오랫동안 사실 계획이십니까?

___1) 평생 살 것이다

___2) 가능하면 오래 살 것이다

___3) 이사할 수만 있다면 이사할 것이다

___4) 꼭 이사하려고 한다

26. 귀하께서는 이 지역에 한 자 심이 높다고 여기십니까?

___1) 자 심이 높다고 생각한다

___2) 그  그런 편이라고 생각한다

___3)  자 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27. 귀하께서는 이 지역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___2) 체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___3) 그  그 다

___4) 체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___5)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28.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서 살기를 권하시겠습니까?

___1) 권하고 싶다

___2) 권하고 싶지 않다

29. 이 지역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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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995년의 시장 선거에서 투표를 하셨습니까?

___1) 투표하 다

___2) 투표하지 않았다

31. 지난 총선에서 투표하셨습니까?

___1) 투표하 다

___2) 투표하지 않았다

32. 지난 해 열린 지역종합문화제(개천 술제)에서 가장 심있게 참여하셨거나 

람하시는 행사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3. 지역종합문화제(개천 술제) 외에 지난 해에 이 지역에서 열린 행사  가장 기

억에 남는 행사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4. 이 지역의 표 인 상품이 무엇인지 말 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5. 이 지역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___1) 비교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___2) 그런 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___3) 잘 설명하지 못할 것 같다

36. 이 지역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경우, 어떤 시 를 심으로 하여 설

명하시겠습니까?

___1) 해방이후 

___2) 조선조 말엽

___3) 조선조 기와 기

___4) 고려조

___5) 통일신라조 이

___6) 특별히 한 시 를 시하지는 않겠다

30 31 32 33 34 35 card no 36

75 76 77 78 79 80 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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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 지역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경우, 어떤 측면을 가장 요시하여 

설명하시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8. 이 지역 시민의 날은 언제 무렵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9. 이 지역의 인구는 략 몇 명 정도 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0. 이 지역을 찾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이 지역을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잘 안내할 수 있다

___2) 비교  잘 안내할 수 있다

___3) 그런 로 안내할 것 같다

___4) 잘 안내하지 못할 것 같다

___5)  안내하지 못할 것이다

41. 이 지역을 안내하실 경우, 특히 어느 곳을 심 으로 안내하시겠습니까?

___1) 자연 경 이 좋은 곳

___2) 역사 인 명소

___3) 시장이나 백화  등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

___4) 교육 문화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

___5) 음식 이나 술집 등 유흥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

42. 이 지역의 말씨를 다른 지역의 말씨와 구분해 내시는 편입니까?

___1) 잘 구분한다

___2) 구분하는 편이다

___3)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

37 38 39 40 41 42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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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귀하께서 아주 친근하다고 여기는 이웃은 몇 정도 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4. 이 지역에는 귀하께서 아주 친근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

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5. 귀하께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분들 에서 략 어느 정도가 이 지

역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___1) 거의 부 

___2) 반 이상

___3) 약간명 

___4) 거의 없다

46. 이 지역에는 귀하의 친인척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___1) 거의 부의 친인척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___2) 반 이상의 친인척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___3) 약간명의 친인척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___4) 이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은  없다

47. 귀하께서는 재의 이 지역의 반 인 생활여건에 해 만족하십니까?

___1) 매우 만족한다

___2) 비교  만족하는 편이다

___3) 그  그 다

___4) 비교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

___5)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

43 44 45 46 47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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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른 지방 사람에게 이 지역에 해 말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답에 가장 가

깝게 얘기하시겠습니까? 

___1) 매우 살기 좋은 곳이다

___2) 비교  살기 좋은 곳이다

___3) 그 게 살기 좋지도, 살기 나쁘지도 않은, 그런 곳이다

___4) 비교  살기 나쁜 곳이다

___5) 매우 살기 나쁜 곳이다

49. 이 지역이 살기에 좋다면, 특히 어떤 에서 그 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 이 지역이 살기에 나쁘다면, 특히 어떤 에서 그 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1. 5년 과 비교하여 볼 때(이 지역에 사신 지 5년이 되지 않으신 분은, 이 지역에 

살기 시작한 시 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살기 나쁜 곳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매우 살기 좋아졌다

___2) 비교  더 살기 좋아졌다

___3) 별다른 변화가 없다

___4) 비교  더 살기 나빠졌다

___5) 매우 살기 나빠졌다

52. 5년 에 비해 이 지역이 살기에 더 좋아진 이 있다면, 특히 어떤 에서 그러

할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8 49 50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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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년 에 비해 이 지역이 살기에 더 나빠진 이 있다면, 특히 어떤 에서 그러

할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4. 재 우리나라에는 74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1995년 반의 한 조사에 따

르면, 이 지역은 23번째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귀하께서도 그 게 생각

하십니까?

___1) 이 지역은 그 보다는 더 살기 좋은 곳일 것이다

___2) 이 지역은 아마 그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일 것이다

___3) 이 지역은 그 보다는 더 살기 좋지 못한 곳일 것이다

___4) 잘 모르겠다

55. 창원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는 창

원이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1) 이 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곳이다

___2) 서로서로 비슷하게 살기 좋은 곳이다

___3) 창원이 더 살기 좋은 곳이다

56. 이 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곳이라면 특히 어떤 에서 그러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7. 창원이 더 살기 좋은 곳이라면, 특히 어떤 에서 그러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3 54 55 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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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이 지역에서 살지 않고,  이 지역에서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않은 사람들은 이 

지역을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는 살기 힘든 도시라고 생

각할 것 같습니까?

___1) 이 지역이 비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___2) 이 지역이 비교  살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___3) 이 지역을 잘 모를 것이다

59. 이 지역라고 하면 바로 생각나시는 단어는 어떤 것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0. 이 지역라고 하면 특히 어떤 장소가 생각나는지 말 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1. 이 지역에서 특히 추억이나 기억이 나는 장소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장소이

며, 왜 그 게 생각하시는지 말 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2.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생각해 보신 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1) 보다 나은 직장을 찾기 하여

___2) 보다 많은 수입을 얻기 하여

___3) 보다 나은 자녀 교육을 하여

___4)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기 하여

___5) 기타의 이유 때문에(_________________________)

___6) 이사하려고 생각한 이 없다. 

58 59 60 61 62

29 30 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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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만약 떠나신다면 어떤 곳으로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___1) 서울이나 그 인근

___2) 부산이나, 구, 주, 인천,  등의 도시나 바로 인근

___3) 울산이나 포항과 같은 공업도시

___4) 이 지역 정도 되는 규모의 도시

___5) 이 지역보다 더 작은 규모의 도시

___6)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농어

64. 만약 귀하께서는 월평균 가구 소득이 210만원 정도되면, 이 지역에서 계속 사시

겠습니까 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겠습니까?

___1) 소득의 정도와는 계없이 이 지역에서 계속 살겠다

___2) 소득이 그 정도 되면, 가능하면 이 지역에 살겠다

___3) 소득이 그 정도 되어도, 가능하면 이 지역을 떠나겠다

___4) 소득이 그보다 더 많아도 이 지역을 떠나겠다

65. 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서 이 지역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으십니까?

___1) 기회만 되면, 이 지역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

___2) 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당분간 살고 싶다

66. 이 지역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을 정기구독하고 계십니까?

___1) 지역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을 정기 구독하고 있다

___2) 지역 일간신문만 정기구독하고 있다

___3) 지역 주간신문만 정기구독하고 있다

___4) 지역신문은 정기구독하고 있지 않다

67. 귀하께서는 지역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가입하고 계시

다면 몇 개의 단체에 가입하고 계신지요? 가입하고 계신 단체의 이름을 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3 64 65 6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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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가입하고 계신 단체  귀하께서 가장 활동 으로 참여하시는 단체는 어떤 단

체이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9. 그 단체에서는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___1) 상근의 직책을 맡고 있다

___2) 직책을 맡고는 있지만, 상근은 아니다

___3) 평회원이다

70. 그 단체에서의 모임에는 자주 참석하십니까?

___1) 나와 련되는 거의 모든 모임에 참석한다

___2) 나와 련되는 모임들  반 이상은 참석한다

___3) 나와 련되는 모임들에 때때로 참석한다

___4) 거의 참석하지 않는 편이다

___5) 최근 일년간은  참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설문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사항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답하여 주십시오.

71. 성별 

     ___(1) 남성 ___(2) 여성

72. 귀하의 연령은 얼마나 되십니까?  만 _________ 세

73. 귀하께서는 결혼하셨습니까?

___(1) 미혼

___(2) 기혼이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

___(3) 이혼, 사별, 별거 등

68 69 70 71 7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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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___(1) 무학

___(2) 등학교(졸업 는 퇴)

___(3) 학교(졸업 는 퇴)

___(4) 고등학교(졸업 는 퇴)

___(5) 문 학(졸업 는 퇴)

___(6) 학교 졸업

___(7) 학원 이상

75. 귀하께서 재 거주하고 계시는 집은 자가입니까? 셋집입니까?

___(1) 자기집

___(2) 세

___(3) 월세

___(4) 기타(무엇:____________________)

76. 귀 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서 소득이라고 함은, 근로소

득 외에 이자나 증권 소득 등의 융소득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도 모두 포함한 것이며, 세 이나 보험 등을 제하기 이 의 소득을 

말합니다. 참고로 말 드리면, 1996년 3월 재 우리나라의 근로자 가구의 월평

균  소득은 210만원입니다.)

___(1) 50만원 미만

___(2)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___(3)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___(4)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___(5)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___(6)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___(7) 300만원 이상 

74 75 76

46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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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귀하께서는 귀하의 재의 삶에 해 만족하십니까?

___1) 매우 만족한다

___2) 비교  만족하는 편이다

___3) 그  그 다

___4) 비교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

___5)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

78. 우리 사회의 최상층을 7로 하고, 최하층을 1이라고 한다면, 귀하께서는 재 귀

하의 가족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
｝｝7  ｝｝← 최상층

｝｝6  
｝｝5  
｝｝4  ｝｝← 간층

｝｝3  
｝｝2  
｝｝1  ｝｝← 최하층

｝｝｝｝｝｝｝

79.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보여 드리는 직업표를 참고하셔서 자세히 말 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0. 귀하의 종사상의 지 는 다음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___1) 고용주(5인 이상 고용)

___2) 고용주(1 내지 4인 고용)

___3) 자 업주(주인이며, 아내나 자식만 함께 일함)

___4) 무 가족종사자(가족이 주인으로 있는 곳에서 월 받지 않고 일함)

___5) 피고용자(상용고 - 1개월 이상의 노동계약)

___6) 피고용자(임시고 - 1개월 미만의 노동계약) 

___8) 비해당

77 78 79 80

49 50 51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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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직]                                                                  
    (11) 의사                              (12) 약사, 간호사                  
    (13) 변호사, 사,검사,회계사             (14) 학교수, 학강사,연구원      
    (15) 교사,학원강사,과외지도             (16) 언론인,방송인                 
    (17) 종교인,체육인, 술가               (18) 엔지니어( 문연구직:무엇_____)
    (19) 기술공(무엇_________________)      (20) 기타(무엇___________________) 
 [ 리직]                                                                 
    (21) 기업체경 주(5인이상 고용)         (22) 기업체간부(부장이상)          
    (22) 고 공무원(서기  이상)            (24) 사회단체간부(부장 이상)       
    (25) 군인( 이상),경찰(경정이상)     (26) 기타(무엇___________________) 
 [사무직]                                                         
    (31) 회사원,은행원(과장  이하)         (32) 일반공무원(사무 이하)
    (33) 사회단체직원(과장 이하)            (34) 타이피스트          
    (35) 화교환수,집배원                 (36) 군인( ,하사 )   
    (37) 기타(무엇____________________)          경찰(경감 이하)      
 [ 매직]                                                          
    (41) 도소매상인(5인 미만 고용)          (42) 매 원              
    (43) 부동산 개인                     (44) 외 원                
    (45) 행상,노 상                        (46) 부동산 임 업          
    (47) 기타(무엇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직]                                                                 
    (51) 음식 ,여  등의 주인              (52) 음식 ,여  등의 종업원      
    (53) 이미용실,세탁소 주인               (54) 이미용실,세탁소 종업원        
    (55) 청소부, 출부                      (56) 수                           
    (57) 기타(무엇______________________)                                      
 [생산직]                                                                   
    (61) 생산감독(주임  반장)             (62) 숙련공,기능공                 
    (63) 공장근로자                        (64) 견습공,비숙련공               
    (65) 막노동자,단순노무자               (66) 운 사(자동차, 장비)         
    (67) 부                              (68) 기타(무엇__________________)  
 [농어민]                                                                   
    (71) 일반 자 농                       (72) 빈농,소작농(0.5정보,1500평미만)
    (73) 축산,낙농업자                     (74) 어부,수산양식업자             
    (75) 기타(무엇________________________)                                    
 [미취업]                                                                   
    (81) 학생                              (82) 주부                          
    (83) 군인(사병)                         (84) 무직(실업)                    
    (85) 정년퇴직,연 생활자               (86) 리생활자                    
    (87) 기타(무엇________________________)                                    
 [분류불능]                                                                
    (97) 분류불능(무엇:___________________)                                    

===== << 직 업 범 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