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A1-2010-0077
자 료 명 : 조선일보 행복도 조사 : 한국

Respondent ID

Survey Start Time

Survey End Time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01 남성

02 여성

귀하의 올해 만 나이(=2010-출생년도)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01 만 18세 이하

02 만 19 - 29세

03 만 30 - 39세

04 만 40 - 49세

05 만 50 - 59세

06 만 60세 이상

표 1. 본인 행복도

1.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01 매우 행복하다

02 어느 정도 행복하다

03 별로 행복하지 않다

04 전혀 행복하지 않다

05 모르겠다

표 2. 가족 해체 경험

01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로 가족과 헤어져 살았다

02 가족이 심각한 병에 걸려 병원에 격리되어 헤어져 살았다

03 가족이 집을 나가거나 부모님이 별거/이혼해 헤어져 살았다

04 업무 때문에 가족을 오랫동안 못 봤다

05 지금까지 가족과 헤어져 산 경험이 없다

표 3. 주변국 위협성

3. 주변 국가들이 위협적이어서, 본인의 행복을 해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1 많이 있다

02 어느 정도 있다

03 별로 없다

04 전혀 없다

05 모르겠다

2. 귀하는 본인의 뜻과 다르게 가족과 헤어져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취업, 진학 등의 이유로 헤어져 산 경우는 제
외하고, 다음 중 해당하는 경험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4. 테러 발생 두려움

4. 귀하는 핵무기 공격 혹은 국지적인 테러가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01 많이 느낀다

02 어느 정도 느낀다

03 별로 느끼지 않는다

04 전혀 느끼지 않는다

05 모르겠다

표 5. 국가 내부 갈등 피해

01 국가 내부의 갈등으로 가족이나 친구, 내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02 국가 내부의 갈등이 있었지만 가족이나 친구, 내가 피해를 당한 적은 없다

03 국가 내부의 갈등이 일어난 적이 없다

04 모르겠다

표 6. 사생활 침해 우려감

6. 누군가 귀하의 전화를 엿듣거나 사생활을 훔쳐볼까봐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01 매우 걱정한다

02 어느 정도 걱정한다

03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04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05 모르겠다

표 7. 미래 죽음 형태

7. 귀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1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

02 전쟁, 테러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죽게 될 것

03 교통사고, 살해 등 사고로 죽게 될 것

04 나이 들어서 자연사하게 될 것

05 모르겠다

표 8. 정치적 논쟁 빈도

8. 귀하는 가족, 혹은 친구와 정치적 논쟁으로 다투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01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02 가끔 일어나는 일이다

03 한 두 번 정도 일어난 적이 있는 일이다

04 정치적 논쟁 때문에 다퉈본 적은 없다

05 모르겠다

표 9. 정치인에 대한 인식

9. ‘정치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01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5. 국가 내부의 갈등으로 가족이나 친구, 혹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중 귀하의 경험에 가장 가까운 보기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02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

03 정치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정적들과 분쟁만 일삼는 사람들

04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결국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사람들

05 모르겠다

표 10. 대통령에 대한 인식

10. ‘대통령’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01 국민이 뽑은 나라의 정당한 통치자

02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군림하는 사람

03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마음대로 국민을 휘두르는 사람

04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여당 대표’

05 모르겠다

표 11.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11. ‘부정부패’와 귀하와의 관계는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01 다른 사람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화가 난다

02 다른 사람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피해를 당한 적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03 다른 사람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피해를 당한 적이 없지만, 화가 난다

04 다른 사람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피해를 당한 적도 없고, 관심이 없다

05 모르겠다

표 12. 가장 돈 많은 사람에 대한 인식

01 부모의 덕으로 운 좋게 큰 돈을 얻었다

02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다

03 온갖 부정부패와 권모술수를 동원해 돈을 모았다

04 많은 돈으로 사회를 위해 그만큼 공헌을 한다

05 모르겠다

표 13. 소득 수준과 행복

13. 귀하의 연간 소득이 얼마 정도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01 연간 600만원 미만

02 연간 600 ~ 1,100만원 미만

03 연간 1,100 ~ 2,300만원 미만

04 연간 2,300 ~ 3,400만원 미만

05 연간 3,400 ~ 4,600만원 미만

06 연간 4,600 ~ 5,700만원 미만

07 연간 5,700 ~ 6,900만원 미만

08 연간 6,900 ~ 8,000만원 미만

09 연간 8,000 ~ 9,100만원 미만

10 연간 9,100 ~ 1억 3백만원 미만

11 연간 1억 3백 ~ 1억 1천 4백만원 미만

12 연간 1억 1천 4백만원 이상

12. 귀하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3 소득과 행복은 관계 없다

14 모르겠다

표 14. 집 관련 고민

01 살고 싶은 집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02 살고 있는 집, 혹은 소유하고 있는 집의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볼까봐 걱정이다

03 살고 있는 집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 때문에 걱정이다

04 세를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집의 집세가 올라 이사해야 할까봐 걱정이다

05 집 때문에 걱정해 본 적 없다

06 모르겠다

표 15. 빚 관련 상황

15. 빚과 관련한 귀하의 상황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01 빚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걱정이다

02 빚이 있지만 부담되진 않는다

03 빚을 얻어야 하는데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 걱정이다

04 빚이 없다

05 모르겠다

표 16. 정부 재정 삭감과 행복

01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02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03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04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05 영향 없다

06 모르겠다

표 17. 교육 신뢰성

17. 귀하는 우리 나라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01 매우 신뢰한다

02 어느 정도 신뢰한다

0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0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05 모르겠다

표 18. 국외 출산 의향

01 다른 나라 시민권을 아이에게 주고 싶어서 다른 나라 출산을 생각한 적이 있다

02 우리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열악해서 다른 나라 출산을 생각한 적이 있다

14. 귀하는 사는 집과 관련해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중 귀하의 고민에 가장 가까운 보기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18. 귀하는 우리 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중 귀하의 생각
에 가장 가까운 보기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16. 세계 각국의 정부가 재정을 크게 삭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삭감은 귀하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
고 생각하십니까?



03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낳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04 꼭 우리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

05 모르겠다

표 19. 미래 세대 위협 요인

19. 귀하의 자녀, 혹은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1 금전적 문제 (자녀들이 가난해져 먹고 살 것이 없을까 걱정 등)

02 안보의 위협 (주변 국가들의 도발, 테러의 위험, 국가 내 갈등 등)

03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등 환경 때문에 미래 세대의 삶이 위협받을까 걱정 등)

04 건강 문제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05 모르겠다

표 20. 저출산 이유

20. 귀하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1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02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03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04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05 모르겠다

표 21. 류샤보오 인지 정도

21. 귀하는 ‘류샤오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01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02 누구인지는 알지만, 자세히는 모른다

03 이름만 들어봤다

04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표 22. 가족에 대한 인식

22. ‘가족’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01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02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

03 인생의 큰 부담

04 필요에 의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05 모르겠다

표 23. 가족에 대한 인식

23. ‘종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01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이유

02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한 수행 혹은 사색

03 인간 관계를 위한 사회 활동의 일부

04 죽은 후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05 종교 및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06 모르겠다



표 24. 국내 거주 의향

01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우리 나라에 계속 살고 싶다

02 현재 생활이 그리 만족스럽진 않지만, 우리 나라에 계속 살고 싶다

03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

04 모르겠다

표 25. 가장 행복한 사람

25. 다음 중 귀하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01 빌 게이츠

02 버락 오바마 대통령

03 안젤리나 졸리

04 달라이 라마

05 나 자신 (귀하 본인)

06 모르겠다

표 26. 한국인 행복도

26. 귀하는 한국인(우리 나라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01 매우 행복해 보인다

02 어느 정도 행복해 보인다

03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04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05 모르겠다

01 만

28. 귀하의 현재 고용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01 전일제/파트타임으로 일한다 (자영업 포함)

02 무직 (학생, 전업주부 제외)

03 일하지 않는다 (학생, 전업주부)

04 은퇴했다

29.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01 읍/면

02 중소도시

03 대도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01 상층

30. 우리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상층, 중상층, 중층, 중하층, 하층’ 등 5단계로 나눈다면, 귀 댁의 생활 수준
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7. 좀 더 상세한 자료의 분류를 위해 귀하의 나이를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귀하의 올해 만 나이(=2010-출생년
도)를 아래 공란에 숫자로 적어 주십시오.

24. 귀하는 우리 나라에 계속 살고 싶습니까? 다음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보기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02 중상층

03 중층

04 중하층

05 하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