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KBS방송문화연구소입니다. 

저희는 연예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아보고 있습

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자 ○○○  전화: ○○○-○○○○

문1. 최근 서태지와 이지아씨의 결혼과 이혼 사실 보도가 나왔을 때 귀하는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1) 매우 관심 있었다 

(2) 어느 정도 관심 있었다

(3) 별로 관심이 없었다

(4) 전혀 관심이 없었다

문2. 가수 서태지 씨는 지난 10여 년간 결혼 및 이혼 사실을 숨겨왔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결혼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서태지가 결혼한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숨기는 것이 당연하다

(2) 사정상 숨길 수도 있다

(3) 숨기지 않았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문3. 가수 서태지 씨가 대중 앞에 잘 나타나지 않거나 언론의 인터뷰를 피하는 이유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자신의 인기유지를 위한 의도적인 신비주의 전략이다

(2) 과도한 사생활 노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3)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향일 뿐이다

(4) 잘 모르겠다

문4. 만약 톱스타들이 자신의 인기 유지를 위해 신비주의 전략을 사용한다면 이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어느 정도 찬성한다 

(3) 어느 정도 반대한다 

(4) 매우 반대한다



문5. 톱스타들이 결혼이나 이혼 등 중요한 개인사를 대중에 발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1) 공인인 만큼 주요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2) 사생활인 만큼 밝히지 않아도 상관없다

(3) 잘 모르겠다

 

문6. 스타들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매체의 취재나 보도 범위가 적절한 지에 대해 논란이 있

습니다. 최근 언론매체의 스타 사생활에 대한 보도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1) 스타들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

(2)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다

(3) 잘 모르겠다

문7. 최근 네티즌의 유명인에 대한 사생활 캐기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문8. 귀하는 평소 연예뉴스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1) 매우 관심 있다 

(2) 어느 정도 관심 있다

(3) 별로 관심이 없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문9. 귀하께서는 어제 밤 KBS 9시 뉴스를 시청하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기억나지 않는다

▣ 다음은 응답자 특성 항목입니다. 

 

문10. 귀하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통신사는 어디입니까?

(1) sk

(2) KT

(3) LG

(4) 사용하지 않음

(5) 모름



문11.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1) 개신교

(2) 천주교

(3) 이슬람교

(4) 불교

(5) 힌두교

(6) 유교

(7) 기타

(8) 종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