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은 앙아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

는 한국인의 사회, 경제, 문화  상황 알아보기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의 이민 역사, 이민자 문화, 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 등에 

한 자료수집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자료수집은 희 연구원의 장기 인 목표이기

도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한국민족문화, 이민자들의 사회경제  상

황, 한국어와 민족문화 교육의 방향에 해 귀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를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은 세 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

르치기 한 교과서와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한 한국과 

독립국가연합(CIS) 간의 정치, 경제, 사회  계를 발 시키기 한 정책에도 반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 체 몇 %이다’는 식의 통계수치로만 반 되기 때문에 

귀하에 한 모든 정보는 철 하게 비 이 보장됩니다. 각각의 질문에 해 귀하께

서 가지고 계신 솔직한 생각을 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문지

를 완성하시려면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을 알려드립니다.

1997년 6월

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원장 김 흥 규

자료번호    A1-1997-0014

자 료 명    독립국가연합의 한인공동체 설문조사



I.  개인  배경

1. 성별 : ____ (1) 남성  ____ (2) 여성

2. 나이 : ___________ 세

3. 결혼 여부: _____ (1) 미혼     _____ (2) 기혼     _____ (3) 별거

             _____ (4) 이혼     _____ (5) 사별     ._____ (6) 독신 (결혼한  없음)

             _____ (7) 기타

4. 귀하는 다음  어떤 이민 세 에 해당합니까?

           (1) 일세  (자신이 소련에 처음 이주)

           (2) 이세  (부모가 소련에 처음 이주)

           (3) 삼세  (조부모가 소련에 처음 이주)

           (4) 사세  (증조부모가 소련에 처음 이주)

5. 다음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재 귀하와 함께 살고 계신 분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관계
동거여부

번호
예 아니오

  (1) 배우자

  (2) 아들

  (3) 딸

  (4) 아버지

  (5) 어머니

  (6) 조부

  (7) 조모

  (8) 손자

  (9) 손녀

  (10) 삼촌/외삼촌

  (11) 이모/고모

  (12) 기타

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등학교          (2) /고등학교

          (3) 직업(교육)학교          (4) 4년제 단과 학 는 종합 학교

          (5) 학원

7. 귀하가 재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지난 주에 귀하께서 하신 일은 다음  어디에 해당됩니까?

          (1) 일제

          (2) 시간제

          (3) 직장은 있으나 일시 인 질병, 휴가, 업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았음

          (4) 실업, 해고, 구직활동 

          (5) 은퇴

          (6) 학업(학교)

          (7) 가사

          (8) 기타 

9. 귀하의 재 는 과거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

10. 귀하는 자 업자입니까?

            (1) 재 자 업자이다 

            (2) 과거에 자 업을 한 경험이 있으나, 지 은 아니다

            (3) 한 번도 자 업을 한 이 없다

11. 귀하는 부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1) 지  부업을 가지고 있다

            (2) 과거에는 부업이 있었으나, 지 은 아니다

            (3) 한 번도 부업을 가진 이 없다

    11.1. 귀하가 부업을 가지고 계시다면(가졌다면), 어떤 종류의 일이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재 귀하가 직장에 다니신다면, 직장 동료들의 국 은 어떻게 됩니까? 각 국 의 략

인 퍼센트를 어 주시면 됩니다.

☞ 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은 분은  질문  12에  응답하지  마시고 질문 13으로  넘어가셔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국 적 퍼센트

(1) 러시아

(2) 현지인

(3) 한국인

(4) 기타

13. 작년에 귀하 혼자서 벌어들인 총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해당하는 소득 구간에 표시해 주

시면 됩니다.

            (1) 없음           (2) $500 미만

            (3) $500-$1,000           (4) $1,000-$3,000

            (5) $3,000-$5,000           (6) $5,000-$7,000

            (7) $7,000-$10,000           (8) $10,000-$15,000

            (9) $15,000-$20,000           (10) $20,000-$30,000

            (11) $30,000-$50,000           (12) $20,000 이상



14. 작년에 귀하 가족 체가 벌어들인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해당하는 소득 구간에 표시해 

주시시면 됩니다.

            (1) 없음           (2) $500 미만

            (3) $500-$1,000           (4) $1,000-$3,000

            (5) $3,000~$5,000           (6) $5,000-$7,000

            (7) $7,000-$10,000           (8) $10,000-$15,000

            (9) $15,000-$20,000           (10) $20,000-$30,000

            (11) $30,000-$50,000                   (12) $50,000 이상

  

15. 귀하 가족의 경제상태는 다음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상류층        _____ (2) 상류층

    _____ (3) 산층        _____ (4) 하층

    _____ (5) 하류층

Ⅱ. 문화  

(A) 미디어 

1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신문을 읽으십니까?

정기적으로 읽는다 때때로 읽는다 전혀 읽지 않는다

 (1) 러시아 신문

 (2) 지역신문

 (3) 한국신문

  

17. 귀하는 다음과 같은 방송국의 라디오 로그램(뉴스, 드라마 등)을 들으십니까?

정기적으로 듣는다 때때로 듣는다 전혀 듣지 않는다

 (1) 러시아방송

 (2) 지역방송

 (3) 한국방송

  

(B) 언어 사용

18. 귀하께서 가장 자유롭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19.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 러시아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십니까?

  

항상 종종 가끔 전혀 해당없음

 (1) 배우자와 대화할 때

 (2) 부모와 대화할 때

 (3) 자녀와 대화할 때

 (4) 형제, 자매와 대화할 때



20.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 지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십니까?

  

항상 종종 가끔 전혀 해당없음

 (1) 배우자와 대화할 때

 (2) 부모와 대화할 때

 (3) 자녀와 대화할 때

 (4) 형제, 자매와 대화할 때

21.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 한국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십니까?

  

항상 종종 가끔 전혀 해당없음

 (1) 배우자와 대화할 때

 (2) 부모와 대화할 때

 (3) 자녀와 대화할 때

 (4) 형제, 자매와 대화할 때

  

22. 귀하께서는 직장에서 러시아, 지어, 한국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십니까?

  

항상 종종 가끔 전혀 해당없음

 (1) 러시아어

 (2) 현지어

 (3) 한국어

    

23. 귀하께서는 스스로의 언어 능력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좋음 좋음 좋지 않음 못함

 러시아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현지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24. 귀하께서 러시아어를 배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러시아어는 민족간 언어 소통에 유용하기 때문에

          (2) 러시아어는 과학, 문화의 언어이기 때문에

          (3) 좋은 교육을 받거나 좋은 직업을 얻기 해서는 러시아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4) 내가 독립국가연합(CIS)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25. 귀하께서는 한국어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1) 유창하게 한국어를 말할 정도로 배우고 싶다

          (2) 어도 한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정도면 좋겠다

          (3)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못 느낀다

26.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선택해 주시고 요도에 

따라 순 를 1, 2, 3으로 매겨 주십시오.

          (1)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2) 한국 역사, 문화 그리고 사회를 배우기 해서

          (3) 한국어가 나의 직업을 해 유익할 것 같아서

          (4) 기타(구체 으로:                          )

27. 귀하께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가 도움을 주었습니까? 도움을 많이  정도에 따라 1, 

2, 3으로 순 를 매겨 주십시오.

☞ 한국어를  배운 이  없다면,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부모           (2) 형제/자매 

          (3) 친구들           (4) 할머니/할아버지

          (5) 친척들           (6) 학교

          (7) 교회/한국어 학교           (8) 독학

          (9) 기타(구체 으로)

28. 귀하의 자녀들이( 는 자녀가 생길 경우)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유창하게 한국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 어도 한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

29. 귀하의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선택

해 주시고 요도에 따라 순 를 1, 2, 3으로 매겨 주십시오.

          (1) 그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2) 한국 역사, 문화 그리고 사회를 배우기 해서

          (3) 한국어가 그들의 직업을 해 유익할 것 같아서

          (4) 기타(구체 으로: _____________)

30. 귀하께서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언어로 배우기를 희망하십니까?

           (1) 러시아어            (2) 한국어 

           (3) 러시아어 한국어 둘 다            (4) 지방어 

           (5) 기타

31.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까?

             (1)           (2) 아니오          (3) 모르겠음



Ⅲ. 사회  계와 종교참여

32. 귀하는 주변에 개인 인 문제들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친척은 제외) 

    친한 한국인 친구 수         

    친한 러시아 친구 수         

    친한 지인 친구 수         

33. 귀하께서는 거주지 주변에 있는 자발 인 사회단체나 문화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

십니까?

☞ 교회나  이슬람사원은 뒷 부분에서 별도로  다 지기  때문에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아니오

   33.1. 가입하셨다면, 그 단체의 이름을 어 주십시오. 비한국 단체는 회원들의 부분이 

한국인이 아니고 모임도 한국이 아닌 곳에서 이 지는 단체를 말합니다. 

       

한국 단체명 비한국 단체명

34.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지역에 다음의 친척들이 함께 살고 계신지 표시해 주십시오.

  

관계
동거여부

인원수
동거 비동거

 (01) 아버지 -----------

 (02) 어머니 -----------

 (03) 할아버지 -----------

 (04) 할머니 -----------

 (05) 손자

 (06) 손녀

 (07) 삼촌

 (08) 고모, 이모

 (09) 남자조카

 (10) 여자조카

 (11) 기타

35. 귀하는 거주지 주변에 교회나 이슬람사원에 다니십니까?

             (1)           (2) 아니오

   35.1. 다니신다면, 그곳은 다음  어디입니까?

        ____ (1) 러시아 정교회      ____ (2) 한국 교회

        ____ (3) 이슬람 사원        ____ (4) 기타 다른 교회



36. 작년에 귀하께서는 교회나 이슬람 사원의 정규 행사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셨습니까?

   ____ (1) 일주일에 한 번   ____ (2) 한 달에 두세 번

   ____ (3) 한 달에 한 번    ____ (4) 일 년에 몇 번

   ____ (5) 몇 년에 한 번

37. 재 다니고 계신 교회 는 이슬람 사원은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년        월 부터

38. 한국 교회에 다니고 계신다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선택해 주시고 요도에 따라 순

를 1, 2, 3으로 매겨 주십시오.

           (1) 주로 종교 인 이유 때문에

           (2) 친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과의 친목 도모를 해서

           (3)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수단이 되기 때문에

           (4) 한국 교회는 사회문화  서비스(한국어 교육, 의료 등)를 제공하기 때문에

           (5) 기타(구체 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Ⅳ. 민족  애착에 한 태도 

39. 귀하께서는 스스로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

40. 귀하 배우자의 국 은 어디입니까?

☞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___________________

41. 재 귀하가 미혼이라면, 미래 배우자는 어느 나라 국 이기를 희망하십니까?

           (1) 한국         (2) 러시아

           (3) 지         (4) 기타

           (5) 어느 국 이든 상 없다

42. 귀하 아버지의 국 은 어느 나라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43. 귀하 어머니의 국 인 어느 나라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44.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정도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류할 경우, 귀하 스스로 생각하시

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다음  어디에 해당합니까?

      (1)              (2)              (3)              (4)              (5)

       ｝｝｝｝｝｝｝｝｝｝｝｝｝｝｝｝｝｝｝｝｝｝｝｝｝｝｝｝｝｝｝｝｝｝｝｝｝｝｝｝｝｝｝｝｝｝｝｝｝｝｝｝｝｝｝｝｝｝｝｝｝｝
       

 100% 러시아인                     50% 한국인                     100% 한국인 

  는  지인 



45. 만약 한국 과 러시아 이 올림픽 경기에서 경쟁해야만 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을 

응원하시겠습니까?

           (1) 으로 한국

           (2) 한국 을 더 응원

           (3) 립

           (4) 러시아 이나 지 을 더 응원

           (5) 으로 러시아 이나 지

           (6) 가 이기든 상  안함

46. 귀하께서는 배우자나 자녀들( 는 미래의 자녀들)의 국 에 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반드시 한국인이어야만 한다

          (2) 한국인이 아닌 것 보다는 한국인인 것이 더 낫다 

          (3) 한국인인지 아닌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진술문에  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9-11)

47. 한국음식, 조상숭배, 명 과 같은 한국의 풍습을 보존하고 수하는 것이 요하다

          (1) 극 동의함          (2) 어느 정도 동의함

          (3) 동의도 동의하지 않지도 않음         (4) 별로 동의하지 않음 

          (5) 거의 동의하지 않음

48. 독립국가연합(CIS)에서의 인종주의 때문에 몇몇 소수 민족(집단)이 러시아인 보다 성공

하기 어렵다

          (1) 극 동의함          (2) 어느 정도 동의함

          (3) 동의도 동의하지 않지도 않음         (4) 별로 동의하지 않음 

          (5) 거의 동의하지 않음

49. 내가 한국인 출신이라는 사실이 내 직업을 선택하는데 향을 끼쳤다

          (1) 극 동의함          (2) 어느 정도 동의함

          (3) 동의도 동의하지 않지도 않음         (4) 별로 동의하지 않음 

          (5) 거의 동의하지 않음

50. “차별 때문에 몇몇 소수 민족(집단)은 좋은 일자리를 구할 때 피해를 받는다”는 것에 

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적
매우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약간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1) 러시아인

(2) 현지인

(3) 한국인



51. 만약 귀하의 자녀들이 아래와 같은 국 의 사람과 결혼할 경우, 이에 한 귀하의 느낌

을 아래의 척도(비율)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
매우
찬성

찬성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반대
매우
반대

모르
겠다

(1) 러시아인

(2) 현지인

(3) 한국인

52. 귀하는 귀하 국가의 경제와 정치 개 에 얼마나 찬성하거나 반 하십니까?

           (1) 매우 찬성         (2) 찬성

           (3) 찬성도 반 도 아님         (4) 반

           (5) 매우 반         (6) 모름

53. 귀하는 독립국가연합(CIS)에서의 한국인의 생활수 이 소비에트연방 시기와 비교하여 

반 으로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1) 매우 나빠졌다         (2) 다소 나빠졌다

            (3) 이  그 로다         (4) 다소 좋아졌다

            (5) 매우 좋아졌다         (6) 모름

54. 귀하의 재 상황이 이 보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2)                                                                   

55. 몇몇 한국인들은 다른 소수 민족들처럼 자신들만의 자치구역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한국인 자치구역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         (2) 찬성

            (3) 찬성도 반 도 아님         (4) 반

            (5) 매우 반          (6) 모름

56. 한국인 자치구역에 찬성하신다면, 한국인 자치구역은 어떤 이 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57. 한국인 자치구역에 반 하신다면, 한국인 자치구역은 어떤 험이나 문제 이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1)                                                                   

   (2)                                                                   



58. 귀하께서 새로운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신다면, 어디로 이사하고 싶으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

59.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 이유 순으로 어 

주시면 됩니다.

   (1)                                                                   

   (2)                                                                   

지난  몇  년  동안,  독립국가연한과  한민국  사이의  계가  증진되었습니다.

60. 귀하께서는 독립국가연합(CIS)과 한국 간의 정치, 경제, 사회  계를 증 시키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         (2) 찬성

          (3) 찬성도 반 도 아님         (4) 반

          (5) 매우 반          (6) 모름

61. 독립국가연합(CIS)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해 한국이 심과 개입

을 증 시키는 것에 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         (2) 찬성

          (3) 찬성도 반 도 아님         (4) 반

          (5) 매우 반          (6) 모름

62. 귀하께서는 한국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 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3. 귀하께서 살고 계신 공화국이나 독립국가연합(CIS)에서 한국인들을 하는 심각한 문

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큰 순서 로 어 주시면 됩니다.

   (1)                                                                   

   (2)                                                                   

   (3)                                                                   

   (4)                                                                   

-  조사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