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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의 코드북에 대한 모든 권한은 KOSSDA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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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이름] area  
[변수설명] 거주지역
변수값 설명 변수값
서울 …………………………………………………… 1 343    22.9 22.9
인천／경기 …………………………………………… 2 370    24.7 24.7
강원 …………………………………………………… 3 52      3.5 3.5
대전／충청 …………………………………………… 4 151    10.1 10.1
광주／전라 …………………………………………… 5 173    11.5 11.5
대구／경북 …………………………………………… 6 168    11.2 11.2
부산／울산／경남 …………………………………… 7 243    16.2 16.2
합계 1,500 100.0 100.0

[변수이름] size  
[변수설명] 거주지역 규모
변수값 설명 변수값
대도시 ………………………………………………… 1 729    48.6 48.6
중소도시 ……………………………………………… 2 610    40.7 40.7
읍 ／ 면 ……………………………………………… 3 161    10.7 10.7
합계 1,500 100.0 100.0

[변수이름] sex  
[변수설명] 응답자 성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남자 …………………………………………………… 1 768    51.2 51.2
여자 …………………………………………………… 2 732    48.8 48.8
합계 1,500 100.0 100.0

[변수이름] age  
[변수설명] 응답자 연령
변수값 설명 변수값
18~24세 …………………………………………… 0 237    15.8 15.8
25~29세 …………………………………………… 1 142    9.5 9.5
30~39세 …………………………………………… 2 403    26.9 26.9
40~49세 …………………………………………… 3 364    24.3 24.3
50세이상 …………………………………………… 4 354    23.6 23.6
합계 1,500 100.0 100.0

유효 퍼센트퍼센트빈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 / 27



1 ○○님은 자녀를 몇 명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q1  
[변수설명] 이상적인 자녀수
변수값 설명 변수값
0 명 …………………………………………………… 1 29      1.9 1.9
1 명 …………………………………………………… 2 124    8.3 8.3
2 명 …………………………………………………… 3 770    51.3 51.3
3 명 …………………………………………………… 4 404    26.9 26.9
4 명 …………………………………………………… 5 108    7.2 7.2
5 명 …………………………………………………… 6 40      2.7 2.7
6 명 이상 …………………………………………… 7 25      1.7 1.7
합계 1,500 100.0 100.0

2

[변수이름] q2  
[변수설명] 아들이름에 돌림자 필요여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돌림자에 따라 짓는 것이 좋다 …………………… 1 573    38.2 38.2
그럴 필요가 없다 …………………………………… 2 927    61.8 61.8
합계 1,500 100.0 100.0

3
[변수이름] q3  
[변수설명] 이름과 운명의 연관성
변수값 설명 변수값
아주 상관있다 ……………………………………… 1 236    15.7 15.7
약간 상관있다 ……………………………………… 2 582    38.8 38.8
상관없다 ……………………………………………… 3 681    45.4 45.4
모름/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500 100.0 100.0

4

[변수이름] q4  
[변수설명] 궁합과 결혼의 상관성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 1 500    33.3 33.3
상관없다 ……………………………………………… 2 1,000 66.7 66.7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님의 친척이 아들을 낳았다고 합시다. 그 아들의 이름은 집안 항렬의 돌림자에 따라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님은 이름의 좋고 나쁨이 그 사람의 운명과 얼마나 상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상관없다
고 생각하십니까?

○○님은 ○○님의 어떤 친척이 선을 보았을 때, 궁합이 아주 나쁘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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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수이름] q5  
[변수설명] 선조 묘자리를 잘 써야 자손이 된다는 말에 대한 동의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823    54.9 54.9
그렇지 않다 ………………………………………… 2 675    45.0 45.0
모름/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500 100.0 100.0

6

[변수이름] q6  
[변수설명] 인간본성에 대한 의견
변수값 설명 변수값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 1 676    45.1 45.1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 2 31      2.1 2.1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이 동시에 있다 …………… 3 481    32.1 32.1
태어날 때부터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 4 309    20.6 20.6
모름/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500 100.0 100.0

7

[변수이름] q7
[변수설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변수값 설명 변수값
건강 …………………………………………………… 1 551    36.7 36.7
신앙 …………………………………………………… 2 16      1.1 1.1
가족 및 가정의 행복 ………………………………… 3 94      6.3 6.3
돈/경제력 …………………………………………… 4 314    20.9 20.9
성실 …………………………………………………… 7 37      2.5 2.5
신념/인생관/양심 …………………………………… 8 15      1.0 1.0
인격 …………………………………………………… 9 15      1.0 1.0
믿음/신뢰 …………………………………………… 10 118    7.9 7.9
인내/의지 …………………………………………… 14 7       0.5 0.5
배려/이해 …………………………………………… 15 8       0.5 0.5
사랑 …………………………………………………… 16 66      4.4 4.4
마음의 안정 ………………………………………… 23 18      1.2 1.2
진실/정의 …………………………………………… 24 14      0.9 0.9
행복추구 ……………………………………………… 26 30      2.0 2.0
가치관 ………………………………………………… 27 20      1.3 1.3
희망/목표 …………………………………………… 28 8       0.5 0.5
직업/일 ……………………………………………… 30 14      0.9 0.9
자기개발/노력 ……………………………………… 31 16      1.1 1.1
정직 …………………………………………………… 37 27      1.8 1.8
인간관계 ……………………………………………… 42 20      1.3 1.3
도덕성 ………………………………………………… 51 11      0.7 0.7
기타 …………………………………………………… 997 75      5.0 5.0
모름/ 무응답 ………………………………………… 999 6       0.4 0.4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명당에 선조의 묘자리를 쓰면 자손이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님은 이 말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혹은 “악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님의 경험으로 보면,
다음 중 어느 것이 ○○님의 생각과 가장 가깝습니까?

○○님께서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좋으니 하나
만 말씀해주십시오. (자유응답, 단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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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살림살이 형편
[변수이름] q8_1  
[변수설명] 살림살이 형편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0 점 …………………………………………………… 0 21      1.4 1.4
1 점 …………………………………………………… 1 41      2.7 2.7
2 점 …………………………………………………… 2 79      5.3 5.3
3 점 …………………………………………………… 3 145    9.7 9.7
4 점 …………………………………………………… 4 105    7.0 7.0
5 점 …………………………………………………… 5 616    41.1 41.1
6 점 …………………………………………………… 6 137    9.1 9.1
7 점 …………………………………………………… 7 155    10.3 10.3
8 점 …………………………………………………… 8 121    8.1 8.1
9 점 …………………………………………………… 9 47      3.1 3.1
10 점 ………………………………………………… 10 33      2.2 2.2
합계 1,500 100.0 100.0

㉯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변수이름] q8_2  
[변수설명]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0 점 …………………………………………………… 0 1       0.1 0.1
1 점 …………………………………………………… 1 6       0.4 0.4
2 점 …………………………………………………… 2 9       0.6 0.6
3 점 …………………………………………………… 3 13      0.9 0.9
4 점 …………………………………………………… 4 44      2.9 2.9
5 점 …………………………………………………… 5 415    27.7 27.7
6 점 …………………………………………………… 6 155    10.3 10.3
7 점 …………………………………………………… 7 274    18.3 18.3
8 점 …………………………………………………… 8 329    21.9 21.9
9 점 …………………………………………………… 9 170    11.3 11.3
10 점 ………………………………………………… 10 84      5.6 5.6
합계 1,500 100.0 100.0

㉰ 결혼생활/이성관계 
[변수이름] q8_3  
[변수설명] 결혼생활/이성관계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0 점 …………………………………………………… 0 20      1.3 1.3
1 점 …………………………………………………… 1 19      1.3 1.3
2 점 …………………………………………………… 2 31      2.1 2.1
3 점 …………………………………………………… 3 47      3.1 3.1
4 점 …………………………………………………… 4 62      4.1 4.1
5 점 …………………………………………………… 5 459    30.6 30.6
6 점 …………………………………………………… 6 134    8.9 8.9
7 점 …………………………………………………… 7 200    13.3 13.3
8 점 …………………………………………………… 8 262    17.5 17.5
9 점 …………………………………………………… 9 136    9.1 9.1
10 점 ………………………………………………… 10 127    8.5 8.5
모름/ 무응답 ………………………………………… 99 3       0.2 0.2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다음에 읽어 드리는 여러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만족하시면
10점, 매우 불만족하시면 0점, 보통이면 5점이라고 할 때, 다음 각각에 대해 ○○님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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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건강상태
[변수이름] q8_4  
[변수설명]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0 점 …………………………………………………… 0 7       0.5 0.5
1 점 …………………………………………………… 1 23      1.5 1.5
2 점 …………………………………………………… 2 57      3.8 3.8
3 점 …………………………………………………… 3 116    7.7 7.7
4 점 …………………………………………………… 4 98      6.5 6.5
5 점 …………………………………………………… 5 331    22.1 22.1
6 점 …………………………………………………… 6 123    8.2 8.2
7 점 …………………………………………………… 7 211    14.1 14.1
8 점 …………………………………………………… 8 242    16.1 16.1
9 점 …………………………………………………… 9 162    10.8 10.8
10 점 ………………………………………………… 10 130    8.7 8.7
합계 1,500 100.0 100.0

㉲ 직업/하는 일
[변수이름] q8_5 
[변수설명] 직업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0 점 …………………………………………………… 0 19      1.3 1.3
1 점 …………………………………………………… 1 25      1.7 1.7
2 점 …………………………………………………… 2 76      5.1 5.1
3 점 …………………………………………………… 3 105    7.0 7.0
4 점 …………………………………………………… 4 86      5.7 5.7
5 점 …………………………………………………… 5 447    29.8 29.8
6 점 …………………………………………………… 6 129    8.6 8.6
7 점 …………………………………………………… 7 184    12.3 12.3
8 점 …………………………………………………… 8 233    15.5 15.5
9 점 …………………………………………………… 9 97      6.5 6.5
10 점 ………………………………………………… 10 96      6.4 6.4
모름/ 무응답 ………………………………………… 99 3       0.2 0.2
합계 1,500 100.0 100.0

㉳ 전반적인 개인 생활
[변수이름] q8_6  
[변수설명]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0 점 …………………………………………………… 0 8       0.5 0.5
1 점 …………………………………………………… 1 12      0.8 0.8
2 점 …………………………………………………… 2 35      2.3 2.3
3 점 …………………………………………………… 3 67      4.5 4.5
4 점 …………………………………………………… 4 94      6.3 6.3
5 점 …………………………………………………… 5 462    30.8 30.8
6 점 …………………………………………………… 6 214    14.3 14.3
7 점 …………………………………………………… 7 235    15.7 15.7
8 점 …………………………………………………… 8 232    15.5 15.5
9 점 …………………………………………………… 9 94      6.3 6.3
10 점 ………………………………………………… 10 46      3.1 3.1
모름/ 무응답 ………………………………………… 99 1       0.1 0.1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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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수이름] q9_1  
[변수설명] 현재 생활에서 중요한 것 1
변수값 설명 변수값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 ……………………………… 1 307    20.5 20.5
여가/ 휴식 시간이 많은 것 ………………………… 2 105    7.0 7.0
가정 생활이 즐거운 것 ……………………………… 3 404    26.9 26.9
직업이 좋은 것 ……………………………………… 4 76      5.1 5.1
돈이 많은 것 ………………………………………… 5 295    19.7 19.7
종교를 갖는 것 ……………………………………… 6 39      2.6 2.6
건강 한 것 …………………………………………… 7 244    16.3 16.3
남을 돕는 것 ………………………………………… 8 13      0.9 0.9
존경을 받는 것 ……………………………………… 9 2       0.1 0.1
마음이 평안한 것 …………………………………… 10 15      1.0 1.0
합계 1,500 100.0 100.0

[변수이름] q9_2  
[변수설명] 현재 생활에서 중요한 것 2
변수값 설명 변수값
여가/ 휴식 시간이 많은 것 ………………………… 2 27      1.8 1.8
가정 생활이 즐거운 것 ……………………………… 3 66      4.4 4.4
직업이 좋은 것 ……………………………………… 4 29      1.9 1.9
돈이 많은 것 ………………………………………… 5 171    11.4 11.4
종교를 갖는 것 ……………………………………… 6 27      1.8 1.8
건강 한 것 …………………………………………… 7 652    43.5 43.5
남을 돕는 것 ………………………………………… 8 32      2.1 2.1
존경을 받는 것 ……………………………………… 9 21      1.4 1.4
마음이 평안한 것 …………………………………… 10 315    21.0 21.0
신념을 갖고 생활하는 것 …………………………… 11 156    10.4 10.4
모름/ 무응답 ………………………………………… 99 4       0.3 0.3
합계 1,500 100.0 100.0

10

[변수이름] q10  
[변수설명] 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변수값 설명 변수값
증가하고 있다 ……………………………………… 1 811    54.1 54.1
감소하고 있다 ……………………………………… 2 218    14.5 14.5
비슷하다 ……………………………………………… 3 471    31.4 31.4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다음 중 현재 생활에서 ○○님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개만 지적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옛날과 비교할 때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력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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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변수이름] q11  
[변수설명] 개인생활에서 종교생활의 중요성
변수값 설명 변수값
아주 중요하다 ……………………………………… 1 279    18.6 18.6
약간 중요하다 ……………………………………… 2 548    36.5 36.5
별로 중요하지 않다 ………………………………… 3 544    36.3 36.3
전혀 중요하지 않다 ………………………………… 4 129    8.6 8.6
합계 1,500 100.0 100.0

12 ○○님께서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q12  
[변수설명] 일반인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
변수값 설명 변수값
복받기위해 (건강,재물,성공 등) …………………… 1 232    15.5 15.5
죽은 다음의 영원한 삶을 위해 …………………… 2 118    7.9 7.9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 3 1,018 67.9 67.9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 4 108    7.2 7.2
의지하고 싶어서 …………………………………… 6 5       0.3 0.3
인간관계 목적으로 ………………………………… 8 4       0.3 0.3
정신적 수양 ………………………………………… 39 1       0.1 0.1
기타 …………………………………………………… 97 7       0.5 0.5
없다 …………………………………………………… 98 1       0.1 0.1
모름/ 무응답 ………………………………………… 99 6       0.4 0.4
합계 1,500 100.0 100.0

13

[변수이름] q13_1  
[변수설명] 종교에 대한 의견 1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1,118 74.5 74.5
아니다 ………………………………………………… 2 303    20.2 20.2
모름/ 무응답 ………………………………………… 9 79      5.3 5.3
합계 1,500 100.0 100.0

㉯ 종교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교회나 절에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변수이름] q13_2  
[변수설명] 종교에 대한 의견 2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408    27.2 27.2
아니다 ………………………………………………… 2 980    65.3 65.3
모름/ 무응답 ………………………………………… 9 112    7.5 7.5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님은 다음과 같은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의 경험이나 느낌으로 보아서 “그렇
다” 또는 “아니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여러 종교의 교리는 얼핏 생각하면 서로 틀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같거나 비슷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님의 개인생활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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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종교를 믿지 않으면 극락이나 천국에 갈 수 없다
[변수이름] q13_3  
[변수설명] 종교에 대한 의견 3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277    18.5 18.5
아니다 ………………………………………………… 2 1,072 71.5 71.5
모름/ 무응답 ………………………………………… 9 151    10.1 10.1
합계 1,500 100.0 100.0

14 사람들은 “이웃이나 타인을 사랑하거나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요즈음 사람들은 이 말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q14_1  
[변수설명] 일반인들의 사랑베풀기 준수 정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아주  잘 지키고 있음 ……………………………… 1 52      3.5 3.5
약간 지키고 있는 편 ………………………………… 2 656    43.7 43.7
약간 지키지 않고 있는 편 ………………………… 3 667    44.5 44.5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음 ……………………………… 4 125    8.3 8.3
합계 1,500 100.0 100.0

㉯ 그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q14_2  
[변수설명]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사랑베풀기 준수 정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아주  잘 지키고 있음 ……………………………… 1 120    8.0 8.0
약간 지키고 있는 편 ………………………………… 2 716    47.7 47.7
약간 지키지 않고 있는 편 ………………………… 3 577    38.5 38.5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음 ……………………………… 4 86      5.7 5.7
모름/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500 100.0 100.0

15

㉮ 집안의 남자 어른이 주도권을 가져야 집안의 질서가 선다
[변수이름] q15_1  
[변수설명]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1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762    50.8 50.8
아니다 ………………………………………………… 2 688    45.9 45.9
모름/ 무응답 ………………………………………… 9 50      3.3 3.3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님은 다음과 같은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의 경험이나 느낌으로 보아서 “그렇
다” 또는 “아니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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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하는 일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구분되어야 한다
[변수이름] q15_2  
[변수설명]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2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573    38.2 38.2
아니다 ………………………………………………… 2 901    60.1 60.1
모름/ 무응답 ………………………………………… 9 26      1.7 1.7
합계 1,500 100.0 100.0

㉰ 자식은 자기 생각보다 부모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온당하다
[변수이름] q15_3  
[변수설명]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3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528    35.2 35.2
아니다 ………………………………………………… 2 904    60.3 60.3
모름/ 무응답 ………………………………………… 9 68      4.5 4.5
합계 1,500 100.0 100.0

㉱ 이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누가 만들었다
[변수이름] q15_4  
[변수설명] 운명에 대한 의견 1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523    34.9 34.9
아니다 ………………………………………………… 2 684    45.6 45.6
모름/ 무응답 ………………………………………… 9 293    19.5 19.5
합계 1,500 100.0 100.0

㉲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모든 사람은 절대자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변수이름] q15_5  
[변수설명] 운명에 대한 의견 2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334    22.3 22.3
아니다 ………………………………………………… 2 867    57.8 57.8
모름/ 무응답 ………………………………………… 9 299    19.9 19.9
합계 1,500 100.0 100.0

㉳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변수이름] q15_6  
[변수설명] 운명에 대한 의견 3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418    27.9 27.9
아니다 ………………………………………………… 2 733    48.9 48.9
모름/ 무응답 ………………………………………… 9 349    23.3 23.3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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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진리를 깨달으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변수이름] q15_7  
[변수설명] 운명에 대한 의견 4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447    29.8 29.8
아니다 ………………………………………………… 2 790    52.7 52.7
모름/ 무응답 ………………………………………… 9 263    17.5 17.5
합계 1,500 100.0 100.0

㉵ 인생이란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운 것이다
[변수이름] q15_8  
[변수설명] 운명에 대한 의견 5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667    44.5 44.5
아니다 ………………………………………………… 2 693    46.2 46.2
모름/ 무응답 ………………………………………… 9 140    9.3 9.3
합계 1,500 100.0 100.0

㉶ 극락이나 천국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
[변수이름] q15_9  
[변수설명] 운명에 대한 의견 6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954    63.6 63.6
아니다 ………………………………………………… 2 356    23.7 23.7
모름/ 무응답 ………………………………………… 9 190    12.7 12.7
합계 1,500 100.0 100.0

㉷ 앞으로의 행복은 오직 나의 행동에 달려있다
[변수이름] q15_10  
[변수설명] 운명에 대한 의견 7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1,279 85.3 85.3
아니다 ………………………………………………… 2 162    10.8 10.8
모름/ 무응답 ………………………………………… 9 59      3.9 3.9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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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변수이름] q16  
[변수설명] 종교단체들의 활동
변수값 설명 변수값
종교 자체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다 ……………………… 1 739    49.3 49.3
사회/문화 분야 활동DMS 좋으나, 정치분야 활동은 반 2 467    31.1 31.1
정치분야 활동은 좋으나, 사회/ 문화 분야 활동은 반대 3 27      1.8 1.8
사회/문화 분야와 정치분야 활동 모두 하는 것이 좋다 4 263    17.5 17.5
모름/ 무응답 ……………………………………………… 9 4       0.3 0.3
합계 1,500 100.0 100.0

17

[변수이름] q17 
[변수설명] 종교기관의 사적 상속에 대한 의견
변수값 설명 변수값
해도 된다 …………………………………………… 1 149    9.9 9.9
해서는 안 된다 ……………………………………… 2 1,349 89.9 89.9
모름/무응답 ………………………………………… 9 2       0.1 0.1
합계 1,500 100.0 100.0

18

[변수이름] q18  
[변수설명] 종교단체들의 포교/전도에 대한 의견
변수값 설명 변수값
포교나 전도/ 선교 …………………………………… 1 158    10.5 10.5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 2 1,066 71.1 71.1
비슷하다 ……………………………………………… 3 274    18.3 18.3
모름/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500 100.0 100.0

19

[변수이름] q19  
[변수설명] 종교시설을 비신도들에게 개방하는 일
변수값 설명 변수값
좋은 일이다 ………………………………………… 1 1,303 86.9 86.9
좋지 못한 일이다 …………………………………… 2 196    13.1 13.1
모름/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님은 종교단체들이 종교자체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회/문화 분야
나 정치 분야 활동까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성당/ 교회/ 절 등의 종교기관을 사적으로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님은 종교기관이 사적 상속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님은 종교단체들이 자동차를 구입해서 포교나 전도, 선교를 더 많이 하는 것과 자동차를 살 돈
이 있다면 가난한 이웃사람들을 돕는 것 중 어느 것이 종교의 본 뜻을 더 잘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님은 성당/ 교회/ 절과 같은 종교시설을 수련회, 관광장소, 예식시설 등으로 비신도들에게 개
방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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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변수이름] q20  
[변수설명] 자격이 없는 성직자 수
변수값 설명 변수값
아주 많다 …………………………………………… 1 375    25.0 25.0
약간 많다 …………………………………………… 2 935    62.3 62.3
거의 없다 …………………………………………… 3 171    11.4 11.4
전혀 없다 …………………………………………… 4 15      1.0 1.0
모름/ 무응답 ………………………………………… 9 4       0.3 0.3
합계 1,500 100.0 100.0

21

[변수이름] q21  
[변수설명] 사이비 종교 수
변수값 설명 변수값
아주 많다 …………………………………………… 1 606    40.4 40.4
약간 많다 …………………………………………… 2 823    54.9 54.9
거의 없다 …………………………………………… 3 62      4.1 4.1
전혀 없다 …………………………………………… 4 8       0.5 0.5
모름/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500 100.0 100.0

22
[변수이름] q22  
[변수설명] 사이비 종교 문제의 심각성
변수값 설명 변수값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 1 669    44.6 44.6
약간 심각한 문제이다 ……………………………… 2 703    46.9 46.9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 3 121    8.1 8.1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 4 6       0.4 0.4
모름/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님은 요즈음 우리 주변에 품위가 없거나 자격이 없는 성직자가 어느 정도 많다고 생각하십니
까? ‘아주 많다‘, ‘약간 많다‘, 혹은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님은 요즈음 우리 주변에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라고 할 수 없는 사이비 종교가 어느 정도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많다‘, ‘약간 많다‘, 혹은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이비 종교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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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변수이름] q23_1  
[변수설명] 종교단체에 대한 의견 1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601    40.1 40.1
약간 그렇다 ………………………………………… 2 683    45.5 45.5
약간 그렇지 않다 …………………………………… 3 124    8.3 8.3
전혀 그렇지 않다 …………………………………… 4 34      2.3 2.3
모름/ 무응답 ………………………………………… 9 58      3.9 3.9
합계 1,500 100.0 100.0

㉯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종교의 본래의 뜻을 잃어 버리고 있다
[변수이름] q23_2  
[변수설명] 종교단체에 대한 의견 2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225    15.0 15.0
약간 그렇다 ………………………………………… 2 797    53.1 53.1
약간 그렇지 않다 …………………………………… 3 313    20.9 20.9
전혀 그렇지 않다 …………………………………… 4 70      4.7 4.7
모름/ 무응답 ………………………………………… 9 95      6.3 6.3
합계 1,500 100.0 100.0

㉰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참진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교세를 확장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변수이름] q23_3  
[변수설명] 종교단체에 대한 의견 3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436    29.1 29.1
약간 그렇다 ………………………………………… 2 712    47.5 47.5
약간 그렇지 않다 …………………………………… 3 227    15.1 15.1
전혀 그렇지 않다 …………………………………… 4 49      3.3 3.3
모름/ 무응답 ………………………………………… 9 76      5.1 5.1
합계 1,500 100.0 100.0

㉱ 요즈음 종교단체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사람에게 해답을 못주고 있다
[변수이름] q23_4  
[변수설명] 종교단체에 대한 의견 4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247    16.5 16.5
약간 그렇다 ………………………………………… 2 719    47.9 47.9
약간 그렇지 않다 …………………………………… 3 321    21.4 21.4
전혀 그렇지 않다 …………………………………… 4 55      3.7 3.7
모름/ 무응답 ………………………………………… 9 158    10.5 10.5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요즈음의 절/교회/성당 등과 같은 종교 단체들에 대한 다음의 이야기에 대해 어느 정도 “그렇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인은 종교단체에 얽매이기 보다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되는 종교적 믿음을 실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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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종교 단체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
[변수이름] q23_5  
[변수설명] 종교단체에 대한 의견 5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165    11.0 11.0
약간 그렇다 ………………………………………… 2 531    35.4 35.4
약간 그렇지 않다 …………………………………… 3 486    32.4 32.4
전혀 그렇지 않다 …………………………………… 4 192    12.8 12.8
모름/ 무응답 ………………………………………… 9 126    8.4 8.4
합계 1,500 100.0 100.0

㉳ 종교 단체는 지켜야 하는 규율들을 너무 엄격하게 강조한다
[변수이름] q23_6  
[변수설명] 종교단체에 대한 의견 6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155    10.3 10.3
약간 그렇다 ………………………………………… 2 602    40.1 40.1
약간 그렇지 않다 …………………………………… 3 455    30.3 30.3
전혀 그렇지 않다 …………………………………… 4 111    7.4 7.4
모름/ 무응답 ………………………………………… 9 177    11.8 11.8
합계 1,500 100.0 100.0

㉴ 요즈음 종교 단체는 시주/현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변수이름] q23_7  
[변수설명] 종교단체에 대한 의견 7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293    19.5 19.5
약간 그렇다 ………………………………………… 2 669    44.6 44.6
약간 그렇지 않다 …………………………………… 3 288    19.2 19.2
전혀 그렇지 않다 …………………………………… 4 105    7.0 7.0
모름/ 무응답 ………………………………………… 9 145    9.7 9.7
합계 1,500 100.0 100.0

24 ○○님은 현재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믿고 있다면) 어떤 종교입니까?
[변수이름] q24  
[변수설명] 응답자 종교
변수값 설명 변수값
불교 …………………………………………………… 1 355    23.7 23.7
개신교 ………………………………………………… 2 322    21.5 21.5
천주교 ………………………………………………… 3 103    6.9 6.9
기타 …………………………………………………… 4 12      0.8 0.8
종교없음 ……………………………………………… 5 708    47.2 47.2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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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님은 현재의 종교를 대략 몇 살 때부터 믿게 되셨습니까?
[변수이름] q25  
[변수설명] 종교생활 시작 시기
변수값 설명 변수값
9세 이하 ……………………………………………… 1 249    16.6 31.4
10~19세 …………………………………………… 2 130    8.7 16.4
20~29세 …………………………………………… 3 188    12.5 23.7
30~39세 …………………………………………… 4 146    9.7 18.4
40~49세 …………………………………………… 5 60      4.0 7.6
50세 이상 …………………………………………… 6 19      1.3 2.4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26 ○○님께서 현재의 종교를 믿으신 기간은 대략 몇 년 되셨습니까?
[변수이름] q26  
[변수설명] 종교생활 기간
변수값 설명 변수값
5년 미만 ……………………………………………… 1 87      5.8 11.0
5~9년 ………………………………………………… 2 88      5.9 11.1
10~19년 …………………………………………… 3 223    14.9 28.2
20~29년 …………………………………………… 4 202    13.5 25.5
30년 이상 …………………………………………… 5 192    12.8 24.2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27
[변수이름] q27  
[변수설명] 현재 종교 이전에 믿었던 종교
변수값 설명 변수값
불교 …………………………………………………… 1 41      2.7 5.2
개신교 ………………………………………………… 2 60      4.0 7.6
천주교 ………………………………………………… 3 20      1.3 2.5
기타 …………………………………………………… 97 6       0.4 0.8
다른 종교 믿은 적이 없었다 ……………………… 98 665    44.3 84.0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님께서는 현재의 종교 이전에 다른 종교를 믿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무슨 종교를
믿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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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님이 종교를 믿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수이름] q28  
[변수설명] 응답자 종교를 믿는 이유
변수값 설명 변수값
복받기위해 (건강,재물,성공 등) …………………… 1 66      4.4 8.3
죽은 다음의 영원한 삶을 위해 …………………… 2 86      5.7 10.9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 3 514    34.3 64.9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 4 64      4.3 8.1
의지하고 싶어서 …………………………………… 6 4       0.3 0.5
가족이 믿으므로 …………………………………… 9 31      2.1 3.9
가족이 잘 되려고 …………………………………… 13 4       0.3 0.5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 22 1       0.1 0.1
자녀교육상 …………………………………………… 32 3       0.2 0.4
정신적 수양 ………………………………………… 39 5       0.3 0.6
기타 …………………………………………………… 97 11      0.7 1.4
없다 …………………………………………………… 98 1       0.1 0.1
모름/ 무응답 ………………………………………… 99 2       0.1 0.3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29

[변수이름] q29  
[변수설명] 종교생활 참석 횟수
변수값 설명 변수값
일주일에 2번 이상 ………………………………… 1 140    9.3 17.7
일주일에 1번 정도 ………………………………… 2 147    9.8 18.6
한달에 2~3번 ……………………………………… 3 82      5.5 10.4
한달에 1번 …………………………………………… 4 89      5.9 11.2
2~3 개월에 1번 정도 ……………………………… 5 74      4.9 9.3
1년에 1~2번 정도 ………………………………… 6 160    10.7 20.2
1년에 1번 미만 ……………………………………… 7 59      3.9 7.4
가지 않는다 ………………………………………… 8 41      2.7 5.2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30 ○○님은 개인적으로 기원/기도 등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변수이름] q30  
[변수설명] 개인적인 기원/기도 횟수
변수값 설명 변수값
하루에 몇 차례 ……………………………………… 1 153    10.2 19.3
하루에 1회 …………………………………………… 2 113    7.5 14.3
일주일에 2~3회 …………………………………… 3 94      6.3 11.9
1주일에 1회 ………………………………………… 4 97      6.5 12.2
그 이하 ……………………………………………… 5 187    12.5 23.6
하지 않는다 ………………………………………… 6 148    9.9 18.7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님은 요즘에 교회/절/ 성당 등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단,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일로 참석한
것은 제외하고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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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님은 불경/성경 등을 어느 정도 자주 읽고 계십니까?
[변수이름] q31  
[변수설명] 불경/성경을 읽는 빈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일 한번 이상 ……………………………………… 1 88      5.9 11.1
매주 3~4번씩 읽는다 ……………………………… 2 50      3.3 6.3
매주 한번씩 읽는다 ………………………………… 3 74      4.9 9.3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읽는다 ………………………… 4 306    20.4 38.6
전혀 읽지 않는다 …………………………………… 5 274    18.3 34.6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32

㉮ 절대자나 신의 계시를 받은 적
[변수이름] q32_1  
[변수설명] 종교적 경험 유무 1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있었다 ………………………………………………… 1 81      5.4 10.2
없었다 ………………………………………………… 2 684    45.6 86.4
모름/ 무응답 ………………………………………… 9 27      1.8 3.4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 극락/천국에 갈 것이라는 계시 
[변수이름] q32_2  
[변수설명] 종교적 경험 유무 2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있었다 ………………………………………………… 1 64      4.3 8.1
없었다 ………………………………………………… 2 695    46.3 87.8
모름/ 무응답 ………………………………………… 9 33      2.2 4.2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 마귀/악마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느낌
[변수이름] q32_3  
[변수설명] 종교적 경험 유무 3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있었다 ………………………………………………… 1 155    10.3 19.6
없었다 ………………………………………………… 2 604    40.3 76.3
모름/ 무응답 ………………………………………… 9 33      2.2 4.2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이제부터 종교적 경험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경험이 “있었다” 또
는 “없었다”로 대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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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
[변수이름] q32_4  
[변수설명] 종교적 경험 유무 4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있었다 ………………………………………………… 1 193    12.9 24.4
없었다 ………………………………………………… 2 570    38.0 72.0
모름/ 무응답 ………………………………………… 9 29      1.9 3.7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 종교의 힘으로 병이 나은 일
[변수이름] q32_5  
[변수설명] 종교적 경험 유무 5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있었다 ………………………………………………… 1 134    8.9 16.9
없었다 ………………………………………………… 2 640    42.7 80.8
모름/ 무응답 ………………………………………… 9 18      1.2 2.3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
[변수이름] q32_6  
[변수설명] 종교적 경험 유무 6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있었다 ………………………………………………… 1 147    9.8 18.6
없었다 ………………………………………………… 2 615    41.0 77.7
모름/ 무응답 ………………………………………… 9 30      2.0 3.8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33 ○○님은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어느 정도 깊다고 혹은 깊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q33  
[변수설명] 종교적 믿음/신앙정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깊다 …………………………………………… 1 69      4.6 8.7
깊은 편이다 ………………………………………… 2 195    13.0 24.6
그저 그렇다 ………………………………………… 3 371    24.7 46.8
깊지 못한 편이다 …………………………………… 4 135    9.0 17.0
전혀 깊지 못하다 …………………………………… 5 22      1.5 2.8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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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나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다
[변수이름] q34_1  
[변수설명] 종교생활에 대한 평가 1
변수값 설명 변수값
불만 …………………………………………………… 1 83      5.5 10.5
보통 …………………………………………………… 2 398    26.5 50.3
만족 …………………………………………………… 3 307    20.5 38.8
모름/ 무응답 ………………………………………… 99 4       0.3 0.5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 그곳에 참석하는 여러신자들의 여러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다
[변수이름] q34_2  
[변수설명] 종교생활에 대한 평가 2
변수값 설명 변수값
불만 …………………………………………………… 1 94      6.3 11.9
보통 …………………………………………………… 2 414    27.6 52.3
만족 …………………………………………………… 3 278    18.5 35.1
모름/ 무응답 ………………………………………… 99 6       0.4 0.8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 책임을 맡고 있는 (목사/신부/스님)은 성직자로서 자기 일을 잘 하고 있다
[변수이름] q34_3  
[변수설명] 종교생활에 대한 평가 3
변수값 설명 변수값
불만 …………………………………………………… 1 44      2.9 5.6
보통 …………………………………………………… 2 286    19.1 36.1
만족 …………………………………………………… 3 454    30.3 57.3
모름/ 무응답 ………………………………………… 99 8       0.5 1.0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35
[변수이름] q35  
[변수설명] 성직자의 권위정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권위적 이다 …………………………………… 1 57      3.8 7.2
약간 권위적 이다 …………………………………… 2 268    17.9 33.8
별로 권위적 이지 않다 ……………………………… 3 341    22.7 43.1
전혀 권위적 이지 않다 ……………………………… 4 119    7.9 15.0
모름/ 무응답 ………………………………………… 9 7       0.5 0.9
비해당 ………………………………………………… 0 708    47.2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님께서 현재 가장 자주 다니시고 있는 (교회/성당/절)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 각 사항
에 대해 매우 만족이면 10점, 매우 불만이면 0점, 보통이면 5점이라 할 때 다음 각각에 대해 ○○님
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님께서 현재 가장 자주 다니시고 있는 (교회/ 성당/ 절)의 성직자가 신도를 지도하는 방법이 얼
마나 권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권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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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님은 지난 1년 동안 절이나 불교 단체의 시주를 하신 적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변수이름] q36  
[변수설명] [불교] 지난 1년동안 불교단체 시주 횟수
변수값 설명 변수값
한 번도 없다 ………………………………………… 0 53      3.5 14.9
1~2번 ………………………………………………… 1 124    8.3 34.9
3~4번 ………………………………………………… 2 90      6.0 25.4
5~6번 ………………………………………………… 3 34      2.3 9.6
7~10번 ……………………………………………… 4 16      1.1 4.5
11번 이상 …………………………………………… 5 37      2.5 10.4
모름/ 무응답 ………………………………………… 9 1       0.1 0.3
비해당 ………………………………………………… 8 1,145 76.3
합계 1,500 100.0 100.0

37

[변수이름] q37  
[변수설명] [불교] 시주를 않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님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44      2.9 12.4
그렇지 않다 ………………………………………… 2 307    20.5 86.5
모름/ 무응답 ………………………………………… 9 4       0.3 1.1
비해당 ………………………………………………… 0 1,145 76.3
합계 1,500 100.0 100.0

38
[변수이름] q38  
[변수설명] [불교] 시주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음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38      2.5 10.7
그렇지 않다 ………………………………………… 2 316    21.1 89.0
모름/ 무응답 ………………………………………… 9 1       0.1 0.3
비해당 ………………………………………………… 0 1,145 76.3
합계 1,500 100.0 100.0

39 ○○님은 요즈음 십일조를 하고 계십니까?
[변수이름] q39  
[변수설명] [개신/천주교] 십일조 하는지 여부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있다 …………………………………………………… 1 90      6.0 34.7
없다 …………………………………………………… 2 166    11.1 64.1
모름/ 무응답 ………………………………………… 9 3       0.2 1.2
비해당 ………………………………………………… 0 1,241 82.7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님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절이나 불교 단체에 시주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신자가 아니다”라
는 말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님은 “절이나 불교 단체에 시주하는 사람은 그 금액 이상으로 복을 받는다”는 말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20 / 27



40 그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십일조를 내 본 일이 있습니까? 
[변수이름] q40  
[변수설명] [개신/천주교] 십일조 기부 경험 유무
변수값 설명 변수값
하고 있다 …………………………………………… 1 166    11.1 39.1
하지 않는다 ………………………………………… 2 259    17.3 60.9
비해당 ………………………………………………… 0 1,075 71.7
합계 1,500 100.0 100.0

41

[변수이름] q41  
[변수설명] [개신/천주교] 십일조를 않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님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69      4.6 16.2
그렇지 않다 ………………………………………… 2 351    23.4 82.6
모름/ 무응답 ………………………………………… 9 5       0.3 1.2
비해당 ………………………………………………… 0 1,075 71.7
합계 1,500 100.0 100.0

42

[변수이름] q42  
[변수설명] [개신/천주교] 헌금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음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133    8.9 31.3
그렇지 않다 ………………………………………… 2 289    19.3 68.0
모름/ 무응답 ………………………………………… 9 3       0.2 0.7
비해당 ………………………………………………… 0 1,075 71.7
합계 1,500 100.0 100.0

43 ○○님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어떤 종교를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종교였습니까?
[변수이름] q43  
[변수설명] [무교] 과거 종교가 있었는지 여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불교 …………………………………………………… 1 76      5.1 10.7
개신교 ………………………………………………… 2 180    12.0 25.4
천주교 ………………………………………………… 3 40      2.7 5.6
기타 …………………………………………………… 97 6       0.4 0.8
종교를 믿은 적 없다 ………………………………… 98 406    27.1 57.3
비해당 ………………………………………………… 0 792    52.8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님은 “십일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자가 아니다”는 말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
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님은 “교회나 성당에 헌금하는 사람은 그 금액 이상으로 복을 받는다”는 말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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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그럼, 그 종교를 과거에 얼마 기간 동안 믿으셨습니까?
[변수이름] q44  
[변수설명] [무교] 과거 신앙기간
변수값 설명 변수값
1년 이하 ……………………………………………… 1 92      6.1 30.5
2년 …………………………………………………… 2 29      1.9 9.6
3년 …………………………………………………… 3 47      3.1 15.6
4~5년 ………………………………………………… 4 45      3.0 14.9
6~10년 ……………………………………………… 5 53      3.5 17.5
11년 이상 …………………………………………… 6 35      2.3 11.6
모름/ 무응답 ………………………………………… 9 1       0.1 0.3
비해당 ………………………………………………… 0 1,198 79.9
합계 1,500 100.0 100.0

45 ○○님이 현재 종교를 믿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수이름] q45  
[변수설명] [무교]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변수값 설명 변수값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 1 103    6.9 14.5
자신을 믿기 때문에 ………………………………… 2 123    8.2 17.4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3 148    9.9 20.9
관심이 없어서 ……………………………………… 4 264    17.6 37.3
가족과 주변의 반대로 ……………………………… 5 13      0.9 1.8
용기가 없고 마음에 부담이 되서 ………………… 6 14      0.9 2.0
기타 …………………………………………………… 997 41      2.7 5.8
모름/ 무응답 ………………………………………… 999 2       0.1 0.3
비해당 ………………………………………………… 0 792    52.8
합계 1,500 100.0 100.0

46 ○○님께서 종교를 믿지 않으시는 것과는 무관하게,  현재 가장 호감을 느끼시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변수이름] q46  
[변수설명] [무교] 현재 가장 호가을 느끼는 종교
변수값 설명 변수값
불교 …………………………………………………… 1 261    17.4 36.9
개신교 ………………………………………………… 2 89      5.9 12.6
천주교 ………………………………………………… 3 123    8.2 17.4
기타 …………………………………………………… 97 2       0.1 0.3
없다 …………………………………………………… 98 233    15.5 32.9
비해당 ………………………………………………… 0 792    52.8
합계 1,500 100.0 100.0

47 ○○님께서는 결혼하셨습니까?
[변수이름] q47  
[변수설명]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설명 변수값
기혼 …………………………………………………… 1 1,092 72.8 72.8
미혼 …………………………………………………… 2 408    27.2 27.2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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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부친 
[변수이름] q48_1 
[변수설명] 부친 종교
변수값 설명 변수값
불교 …………………………………………………… 1 516    34.4 34.4
개신교 ………………………………………………… 2 203    13.5 13.5
천주교 ………………………………………………… 3 59      3.9 3.9
기타 …………………………………………………… 97 13      0.9 0.9
무교 …………………………………………………… 98 706    47.1 47.1
모름/ 무응답 ………………………………………… 99 3       0.2 0.2
합계 1,500 100.0 100.0

㉯모친 
[변수이름] q48_2  
[변수설명] 모친 종교
변수값 설명 변수값
불교 …………………………………………………… 1 646    43.1 43.1
개신교 ………………………………………………… 2 280    18.7 18.7
천주교 ………………………………………………… 3 107    7.1 7.1
기타 …………………………………………………… 97 9       0.6 0.6
무교 …………………………………………………… 98 456    30.4 30.4
모름/ 무응답 ………………………………………… 99 2       0.1 0.1
합계 1,500 100.0 100.0

㉰배우자
[변수이름] q48_3  
[변수설명] 배우자 종교
변수값 설명 변수값
불교 …………………………………………………… 1 290    19.3 26.7
개신교 ………………………………………………… 2 217    14.5 20.0
천주교 ………………………………………………… 3 84      5.6 7.7
기타 …………………………………………………… 97 10      0.7 0.9
무교 …………………………………………………… 98 485    32.3 44.6
모름/ 무응답 ………………………………………… 99 1       0.1 0.1
비해당 ………………………………………………… 0 413    27.5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님 가족 종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님의 부친은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계셨
습니까?) 그럼 모친은요?(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그럼, 배우자는요?

23 / 27



49
㉮ 절대자 / 신
[변수이름] q49_1  
[변수설명] 절대자의 존재 유무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632    42.1 42.1
아니다 ………………………………………………… 2 679    45.3 45.3
모름/ 무응답 ………………………………………… 9 189    12.6 12.6
합계 1,500 100.0 100.0

㉯ 극락 / 천당
[변수이름] q49_2  
[변수설명] 극락/천당의 존재 유무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587    39.1 39.1
아니다 ………………………………………………… 2 643    42.9 42.9
모름/ 무응답 ………………………………………… 9 270    18.0 18.0
합계 1,500 100.0 100.0

㉰ 죽은 다음의 영혼
[변수이름] q49_3  
[변수설명] 영혼의 존재 유무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748    49.9 49.9
아니다 ………………………………………………… 2 511    34.1 34.1
모름/ 무응답 ………………………………………… 9 241    16.1 16.1
합계 1,500 100.0 100.0

㉱ 기적
[변수이름] q49_4  
[변수설명] 기적의 존재 유무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927    61.8 61.8
아니다 ………………………………………………… 2 410    27.3 27.3
모름/ 무응답 ………………………………………… 9 163    10.9 10.9
합계 1,500 100.0 100.0

㉲ 귀신/악마
[변수이름] q49_5  
[변수설명] 귀신의 존재유무
변수값 설명 변수값
그렇다 ………………………………………………… 1 680    45.3 45.3
아니다 ………………………………………………… 2 608    40.5 40.5
모름/ 무응답 ………………………………………… 9 212    14.1 14.1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이제 종교를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님은 다음의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재하지 않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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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불  교
[변수이름] q50_1  
[변수설명] 불교에 건의사항
변수값 설명 변수값
종교 이외의 타부분 개입자제 ……………………… 1 12      0.8 0.8
사리 사욕과 물질에 치우치지 말 것 ……………… 2 31      2.1 2.1
사회 봉사/ 이웃사랑 실천 ………………………… 3 46      3.1 3.1
지나친 참여 및 교리 강요 ………………………… 4 2       0.1 0.1
종교본질 추구 ……………………………………… 5 16      1.1 1.1
지나친 교세 확장 및 권력남용 …………………… 6 9       0.6 0.6
종파간의 화합 ……………………………………… 7 21      1.4 1.4
헌납 부담 및 강요 …………………………………… 8 44      2.9 2.9
타종교에 대한 비방 자제 …………………………… 12 20      1.3 1.3
지나친 전도 활동 …………………………………… 15 4       0.3 0.3
교리의 실천 부족 …………………………………… 17 15      1.0 1.0
소극적 종교활동 …………………………………… 28 2       0.1 0.1
종교비리 근절 및 투명한 재정 …………………… 36 5       0.3 0.3
종교시설 위치의 비접근성 ………………………… 39 17      1.1 1.1
형식적 요소 탈피 …………………………………… 40 2       0.1 0.1
우상숭배 ……………………………………………… 53 9       0.6 0.6
성직자의 질적 향상 ………………………………… 65 12      0.8 0.8
기타 …………………………………………………… 997 50      3.3 3.3
없다 …………………………………………………… 998 1,076 71.7 71.7
모름/ 무응답 ………………………………………… 99 107    7.1 7.1
합계 1,500 100.0 100.0

㉯ 개신교
[변수이름] q50_2  
[변수설명] 개신교에 건의사항
변수값 설명 변수값
종교 이외의 타부분 개입자제 ……………………… 1 9       0.6 0.6
사리 사욕과 물질에 치우치지 말 것 ……………… 2 32      2.1 2.1
사회 봉사/ 이웃사랑 실천 ………………………… 3 68      4.5 4.5
지나친 참여 및 교리 강요 ………………………… 4 22      1.5 1.5
종교본질 추구 ……………………………………… 5 8       0.5 0.5
지나친 교세 확장 및 권력남용 …………………… 6 30      2.0 2.0
종파간의 화합 ……………………………………… 7 33      2.2 2.2
헌납 부담 및 강요 …………………………………… 8 47      3.1 3.1
타종교에 대한 비방 자제 …………………………… 12 41      2.7 2.7
지나친 전도 활동 …………………………………… 15 65      4.3 4.3
교리의 실천 부족 …………………………………… 17 20      1.3 1.3
종교비리 근절 및 투명한 재정 …………………… 36 6       0.4 0.4
우상숭배 ……………………………………………… 53 5       0.3 0.3
성직자의 질적 향상 ………………………………… 65 11      0.7 0.7
기타 …………………………………………………… 997 50      3.3 3.3
없다 …………………………………………………… 998 964    64.3 64.3
모름/ 무응답 ………………………………………… 999 89      5.9 5.9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님께서 각 종교에 건의하고 싶거나 시정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만 구체적
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자유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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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변수이름] q50_3  
[변수설명] 천주교에 건의사항
변수값 설명 변수값
종교 이외의 타부분 개입자제 ……………………… 1 12      0.8 0.8
사리 사욕과 물질에 치우치지 말 것 ……………… 2 15      1.0 1.0
사회 봉사/ 이웃사랑 실천 ………………………… 3 35      2.3 2.3
지나친 참여 및 교리 강요 ………………………… 4 8       0.5 0.5
종교본질 추구 ……………………………………… 5 7       0.5 0.5
지나친 교세 확장 및 권력남용 …………………… 6 13      0.9 0.9
종파간의 화합 ……………………………………… 7 3       0.2 0.2
헌납 부담 및 강요 …………………………………… 8 11      0.7 0.7
타종교에 대한 비방 자제 …………………………… 12 12      0.8 0.8
지나친 전도 활동 …………………………………… 15 4       0.3 0.3
교리의 실천 부족 …………………………………… 17 11      0.7 0.7
소극적 종교활동 …………………………………… 28 4       0.3 0.3
종교비리 근절 및 투명한 재정 …………………… 36 3       0.2 0.2
종교시설 위치의 비접근성 ………………………… 39 2       0.1 0.1
형식적 요소 탈피 …………………………………… 40 13      0.9 0.9
우상숭배 ……………………………………………… 53 6       0.4 0.4
성직자의 질적 향상 ………………………………… 65 5       0.3 0.3
기타 …………………………………………………… 997 41      2.7 2.7
없다 …………………………………………………… 998 1,159 77.3 77.3
모름/ 무응답 ………………………………………… 999 136    9.1 9.1
합계 1,500 100.0 100.0

D1 실례지만,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변수이름] d1  
[변수설명] 응답자 직업
변수값 설명 변수값
농/수/축업 …………………………………………… 1 141    9.4 9.4
자영업 ………………………………………………… 2 247    16.5 16.5
블루칼라 ……………………………………………… 3 320    21.3 21.3
화이트칼라 …………………………………………… 4 274    18.3 18.3
전업주부 ……………………………………………… 5 297    19.8 19.8
학생／무직／기타 …………………………………… 6 221    14.7 14.7
합계 1,500 100.0 100.0

D2 실례지만 ○○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변수이름] d2  
[변수설명] 응답자 학력
변수값 설명 변수값
초등졸이하 …………………………………………… 1 164    10.9 10.9
중졸 …………………………………………………… 2 171    11.4 11.4
고졸 …………………………………………………… 3 663    44.2 44.2
대재이상 ……………………………………………… 4 502    33.5 33.5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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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님 댁은 자가소유입니까? 아니면 전세 혹은 월세입니까?
[변수이름] d3  
[변수설명] 주거형태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자가소유 ……………………………………………… 1 1,121 74.7 74.7
전세 …………………………………………………… 2 328    21.9 21.9
월세 …………………………………………………… 3 51      3.4 3.4
합계 1,500 100.0 100.0

D4
[변수이름] d4  
[변수설명] 월평균 소득
변수값 설명 변수값
99만원 이하 ………………………………………… 1 148    9.9 9.9
100~149 만원 ……………………………………… 2 160    10.7 10.7
150~199 만원 ……………………………………… 3 168    11.2 11.2
200~249 만원 ……………………………………… 4 284    18.9 18.9
250~299 만원 ……………………………………… 5 197    13.1 13.1
300만원 이상 ………………………………………… 6 543    36.2 36.2
합계 1,5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39-40 모두 포함한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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