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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1999-0011

자 료 명    국민 행태  수요조사 : 주/ 남

안녕하세요?  는 사회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원 ○○○입니다. 

희 연구소에서는 주, 남지역의 에 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

더라도 5분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님이 말 해주시는 것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나 되는지 통계

로만 사용되고, ○○님의 개인 인 의견은 밖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

로 평소 생각하시는 그 로를 말 해 주시면 됩니다. 

1999년 8월

조사원

지침

․조사원은 각 문항의 지침을 잘 지킬 것.

․보기의 제는 원형숫자( , ①② 등)만 불러주고 반 호 안에 들어 있는 숫자

( , 1) 9) 등)는 불러주지 말 것.

․질문  □□□은 응답자가 여행한 지역을 넣어서 물어볼 것.

먼  통계처리를 해서 몇 가지만 여쭐께요.

• 재 사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01) 서울 02) 부산 03) 인천 04) 구

05) 06) 울산 07) 주

11) 경기도(시부) 12) 경기도(군부) 13) 강원도(시부) 14) 강원도(군부)

15) 충북(시부) 16) 충북(군부) 17) 충남(시부) 18) 충남(군부)

19) 경북(시부) 20) 경북(군부) 21) 경남(시부) 22) 경남(군부)

23) 북(시부) 24) 북(군부) 25) 남(시부) 26) 남(군부)

• 성별(물어보지 말고 체크) ① 남 ② 여

• 올 해 만으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만 ○○ 세 (만20세～만69세까지만)

• ○○님께서 원래 태어나신 곳은 어디인가요? 

01) 서울 02) 부산 03) 인천 04) 구

05) 06) 울산 11) 경기도 12) 강원도

13) 충북 14) 충남 15) 경북 16) 경남

17) 주 18) 남 19) 북 20) 제주

21) 기타지역(외국 : 국, 일본, 미국 등)

• ○○님은 결혼하셨어요? 배우자께서 원래 태어나신 곳은 어디인가요? (  보기 참조)

88) 배우자가 없다 99)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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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님 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몇 명인가요? (본인 포함해서) □□ 명

2.  재 같이 살고 계시는 가족은 구 구입니까?

① 부부만 살고 있다 ② 부부와 미혼인 자녀가 같이 산다

③ 부부와 결혼한 자녀가 같이 산다 ④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확 가족)

⑤ 혼자 살고 있다 6) 부부와 결혼한 자녀, 미혼인 자녀 모두 함께 산다

기타(구체 으로? _________________)

3.  (☞ 주, 남지역) ○○님께서는 주, 남지역에 여행을 목 으로 가 본 이 있으세요?

①   ② 아니오 (☞ 17번 질문으로 가시오)

  (☞다른 지역) ○○님께서는 주, 남지역에 가 본 이 있으세요?

① ➡

3.1. 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행포함한 경우)

1)   여행           2) 출장, 업무차(여행포함)     

3) 친척, 친지 방문(여행포함)  4) 고향이라서(여행포함)       

5) 회사 야유회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_ ) 

(여행포함하지 않은 경우)

6) 출장, 업무만 7) 친척, 친지 방문만 

8) 고향이라서 기타) (무엇? ____________ )

☞ 17번 질문

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 ➡

3.2. 가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기회가 없어서 2) 교통이 불편해서 

3) 거리가 멀어서 4) 볼거리가 없어서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_ )

88) 이유 없다 99) 모르겠다

☞ 17번 질문

으로 가시오

4.  가장 최근에 주, 남지역의 어디를 방문하셨습니까?

          _______________ 시(군) _______________________

4.1.  그때 여행사(여행사의 패키지상품)를 통해서 갔다오셨나요?

①                ② 아니오

5.  □□□에서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1) 오락  유흥  2) 고 /사 /박물  방문  3) 온천휴양

 4) 등산  5) 자연명승  풍경감상  6) 하이킹

 7) 해수욕  8) 수  9) 낚시

10) 골 11) 식도락(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12) 캠핑

13) 일(업무, 출장) 14) 친 집 방문

기타(구체 으로?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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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 구랑 같이 가셨나요?

※ 친구라고 답했을 때 어떤 친구인지 다시 한 번 질문할 것

 1) 혼자서 2) 가족동반 3) 친목단체(친구/친지)  

 4) 직장단체 5) 학교단체    6) 종교단체  

 7) 지역단체 8) 여행사모집을 통하여(개별 모집) 9) 친구/애인

10) 출장동료(2-3명)

기타(구체 으로?___________)

7.  □□□까지 무얼 타고 가셨어요?

1)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트카)

➡

7.1. 자가용을 이용해서 ○○지역을 찾아가실 때,  안내

표지 은 잘 되어 있었나요?

① 매우 잘 되어 있었다 ② 잘 되어 있었다

3) 그  그랬다 ④ 잘 안되어 있었다 

⑤ 매우 안되어 있었다 9) 모르겠다 

교통

2) 비행기

3) 버스(고속, 시외)

4) 기차

5) 배

6) 기타(택시,

  회사 모집버스

  세버스 등)

➡

7.2. 교통편은 편리했나요?

① 매우 편리했다 ② 편리했다

3) 그 그랬다 ④ 불편했다  

⑤ 매우 불편했다 9) 모르겠다 

8.  □□□에서 숙박을 하셨습니까?

 ① ➡

8.1.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숙박시설)

1) 콘도   2) 민박    3) 호텔

4) 친구/친척집   5) 캠핑/야    6) 여 /여인숙

7) 산장/별장   8) 유스호스텔     

 기타(구체 으로?             ) 

 ② 아니오 ➡ 9번 질문으로 가시오

9.  □□□에 한 여행정보를 어디서 가장 많이 얻으셨어요?

 1) 친구/친지        2) 신문              3) 잡지

 4) 라디오        5) TV              6) PC통신/인터넷

 7) 여행 련 서        8) 안내소 9)  고

10) 여행사에서 주는 안내 고 기타(구체 으로? ______________)

88) 특별히 정보를 찾지 않았다 99)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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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서 안내소를 이용하셨습니까?

 ① 

➡ 10.1. 안내소를 찾기 쉬웠습니까?

  ①        ② 아니오   

10.2. 안내소에는 여행과 련된 자료가 충분했습니까?

   ①                 ② 아니오                    3) 그  그랬다 

  ｝｝｝｝｝｝｝｝｝｝｝｝｝｝｝｝｝｝｝｝｝｝｝｝｝｝｝

11번  질문

으로 

가시오

10.3.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정보는 무엇이었습니까?

1) 지 교통정보 2) 자연경 /명승고  소개 

3) 숙박시설 4) 음식  소개  

5) 특산품 6) 지도

7) 주변 지의 정보 기타(구체 으로?              )

②아니오 ➡    11번 질문으로 가시오

11.  □□□을(를) 여행하실 때 그곳만 갔다가 오셨나요? 가까운 여러 지역을 함께 들러서 오셨나요?

① □□□만 다녀왔다 

② □□□과(와) 가까운 지역도 들러서 다녀왔다

12.  □□□에서 가장 좋았던 은 무엇이었나요?

 1) 자연경  2) 지 주민의 친  3) 교통의 편리

 4) 숙박시설  5) 편의시설  6) 볼거리가 많다

 7) 음식 기타(구체 으로?             )

77) 모두다 88) 없다 99) 모르겠다

13.  □□□에서 가장 불편했던 은 무엇이었나요?

 1) □□□내의 교통불편  2) 주변 지와의 연계성 미흡

 3) 숙박시설 부족  4) 주민들의 불친

 5) 안내시설/책자부족  6) 편의시설부족(화장실,  화기등)

 7) 차량 휴게소가 없다  8) 바가지 요

 9) 다양한 락시설( 화 , 놀이공원, 낚시시설등)부족 

기타) (구체 으로?_______________)

77) 모두다 88) 없다 99) 모르겠다

14.  지난번에 □□□에 가셨을 때, 한사람 당 얼마나 쓰셨어요?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
략이라도 생각나시는 로 다시 말 해 주세요’ 라고 재차 질문할 것)    _____________만원

15.  주  분들에게 □□□에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으세요?

① ② 아니오 9) 모르겠다

16.  에 갔던 □□□에 다음에  가시겠어요? 

① ② 아니오 9)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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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만약 내년 휴가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 남지역을 방문할 의사가 있으세요?

① ② 아니오 9) 모르겠다

18.  (☞ 주, 남지역 방문한 사람)  앞으로 주, 남지역을  여행할 생각이 있으세요?

   (☞ 주, 남지역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 앞으로 주, 남지역을 여행할 생각이 있으세요?

   

① 있다 ② 없다

18.1.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어디세요?

  _____________시(군) _____________

18.2. 가고 싶은 이유는요?

 1) 공기가 좋아서

 2) 거리가 가까워서   

 3) 돈이 게 들어서

 4) 교통이 편리해서

 5) 문화행사  축제참여 

 6) 스포츠, 활동 

 7) 자연경 을 보러 

 8) 고향이라서(친척, 친지방문)

 9) 아는 사람이 있어서

10) 식도락(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11) 문화유 지 방문(고 , 사  등)

12) 숙박시설이 좋아서

13) 편의 시설이 좋아서

14)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므로

기타(구체 으로?_______________ )

88) 이유 없다

99) 모르겠다

18.3.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1) 공기가 좋지 않아서

 2) 거리가 멀어서   

 3) 비용 때문에

 4) 교통이 불편해서

 5) 지 주민의 불친

 6) 안내시설, 책자부족

 7) 숙박시설 부족

 8) 편의시설(공 화장실, 주차장 등)부족

 9) 에 다녀 온 곳이니까

10) 볼거리 부족

11) 한곳 말고는 볼 것이 없어서

   (주변 지와의 연계성 부족)

12) 놀이공원, 노래방, 오락실 등의

    다양한 락시설 부족 

기타(구체 으로? ___________ )

88) 이유 없다 

99)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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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불러드리는 내용은 주, 남지역의 체 인 이미지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과 ○○
님의 생각과 같으면 ‘그 다’로, ○○님의 생각과 다르면 ‘아니다’로 답해 주십시오.

   ①

 그 다

 2) 그

 그 다

   ③

 아니다

   9) 

모르겠다

19.1. 주․ 남 지역의 숙박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다

19.2. 주․ 남의 주민들은 친 하다

19.3. 주․ 남 지역으로 가는 교통편은 불편하다

19.4. 주․ 남 지역은 축제와 행사가 다양하게 많다.

19.5. 주․ 남 지역에는 가볼만한 곳이 별로 없다

19.6. 주는 민주화의 고장이다

19.7. 주․ 남 지역은 자연경 이 뛰어난 곳이 많다.

19.8. 주․ 남 지역에 한  정보는 충분하다

19.9. 주․ 남 지역은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곳      
이 많다

19.10. 주․ 남 지역은 업소 종사원이 친 하다.

19.11. 주․ 남 지역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19.12. 주는 술의 고장이다.

20.  지역간에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발히 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호남인이 서로 상  
지역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지역감정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② 도움이 많이 될것이다

3) 그  그 다 ④ 거의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⑤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9) 모르겠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쭐께요.

• ○○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불교           2) 원불교 3) 기독교

4) 천주교           5) 천도교 6) 없다

기타(__________)

•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어요? [보기 불러주지 말고 확인할 것. 졸업 여부도 체크할 것]

교육기간: □□ 년  

 무학: 0년  국졸: 6년 졸: 9년 고졸: 12년

 졸:16년(4년제), 14년( 문  2년제), 15년( 문  3년) 

 학원 석사: 18년(2년) 학원 박사: 21년(3년)

• ○○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직업코드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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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평균 가구 체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_____________ 만원)

• ○○님의 아버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보기 불러주지 말 것]

01) 서울 02) 부산 03) 인천 04) 구

05) 06) 울산 11) 경기도 12) 강원도

13) 충북 14) 충남 15) 경북 16) 경남

17) 주 18) 남 19) 북 20) 제주

21) 이북지역(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22) 기타지역(외국 : 국, 일본, 미국 등)

99) 모르겠다

• 어머님 고향은요? [보기 불러주지 말 것,  보기 참조] 

조사에 끝까지 응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