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실태조사, 2011>

1. 이번 설 연휴에 며칠을 쉴 예정입니까?

1) 3일 미만  2) 3일  3) 4일  4) 5일  5) 6일  6) 7일 7) 8일 이상 

2. 이번 설 때 차례 비용으로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1) 차례를 지내지 않을 것이다 

2) 10만원 미만 

3)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4)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5)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6)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7)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8) 6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9) 7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10) 80만원 이상~90만원 미만

11) 9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2) 100만원 이상

3. 현재 거주지와 고향이 같은 지역입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행정구역상 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1) 같은 지역이다(☞ 문12로)

2) 다른 지역이다(☞ 문4로)

4. 그렇다면 이번 설 연휴에 고향에 갈 예정입니까?

1) 간다(☞ 문6으로)

2) 가지 않는다(☞ 문5로)

3) 잘 모르겠다(☞ 문6으로)

5. 설에 고향에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직장일이나 사업이 바빠서

2) 교통편이 없어서(기차표, 버스표 등)

3) 혼자만의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4) 교통체증이 싫어서

5) 가족, 친지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취업, 결혼문제 등)

6) 연휴를 이용해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

7) 고향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8) 기타 (                             )

6. 귀하의 고향에서는 축산업을 하십니까?

1) 한다(☞ 7번으로)   2) 하지 않는다(☞ 9번으로)



7. 귀하의 고향마을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까?

1) 발생했다(☞ 8번으로)   2)발생하지 않았다(☞ 9번으로)  

3) 잘 모르겠다(☞ 9번으로)

8. 구제역이 설 연휴 귀성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1) 구제역 때문에 귀성을 포기했다.

2) 구제역 때문에 귀성을 할지 말지 생각 중이다.

3) 구제역과 상관없이 고향에 가겠다.

9. 고향에 간다면 언제 출발할 예정입니까?

1) 2월1일 이전  2) 2월1일(화요일)  3) 2월2일(수요일) 

4) 2월3일(목요일-설 당일)  5) 2월3일 이후 

10. 고향에서 현재 거주지로 돌아오는 날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1) 2월3일(목요일-설 당일) 이전   2) 2월3일(목요일-설 당일)

3) 2월4일(금요일)  4) 2월5일(토요일)  5) 2월6일(일요일) 

6) 2월7일(월요일)  7) 2월7일(월요일) 이후 

11. 귀성, 귀경시 교통수단은 어떤 것을 이용할 계획입니까?

1) 자가용   2) 기차   3) 고속버스, 시외버스  

4) 비행기   5) 기타(            )

12. 설 연휴에 느끼는 스트레스나 증후군이 있다면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1) 연휴가 끝난 후의 직장 업무 복귀 스트레스

2) 시댁, 처가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

3) 명절음식 준비 등 가사노동

4) 차례 및 귀성비용, 용돈 등 금전문제

5) 가족 친지의 잔소리(취업, 결혼문제 등)

6) 귀성, 귀경길의 교통체증

7) 특별히 없다

8) 기타(                                          )

1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14번으로)   2) 여자(☞ 15번으로)

14. (남자인 경우) 귀성길에 함께 동행하고 싶은 여자 연예인은 누구입니까? (☞ 16번으로)

1) 김태희   2) 하지원   3) 신민아  4) 수애   5) 문근영   6) 최강희 

7) 이나영   8) 이민정   9) 아이유  10) 황정음  11) 특별히 없다  

12) 기타(                        )



15. (여자인 경우) 귀성길에 함께 동행하고 싶은 남자 연예인은 누구입니까?

1) 현빈  2) 원빈  3) 장동건  4) 강동원  5) 비  6) 소지섭  7) 이승기  

8) 정우성  9) 송승헌  10) 이병헌  11) 특별히 없다  12) 기타(                     )

16. 이번 설에 선물을 받는다면 가장 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1) 백화점 상품권   2) 현금  3) 옷  4) 가방, 지갑 등 생활소품

5) 목도리, 장갑 등 의류잡화  6)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7)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  8) 양주, 와인, 전통주 등 주류 

9) 육류,굴비,과일셋트 등 식료품 10) 화장품

10) 기타(                             )

17. 고향은 어디입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8.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9.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사무직  2) 경영/관리직  3) 생산직  4) 기능/기술직  5) 판매직  6) 서비스직  7) 전문직  

8) 자영업  9) 전업주부     10) 학생   11) 일용/노무직 12) 무직   13) 기타

20.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1) 고졸이하   2) 대재   3) 대졸이상 

21.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