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 A1-2010-0052

                자 료 명 : 부모 부양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KBS 방송문화연구소입니다. 
본 설문은 “부모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설문에서 부모님에 관한 질문은 편부, 편모도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기혼자
의 경우 친가 부모님을 대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기혼 남성
은 친부모를, 기혼여성은 친정부모를 대상으로 응답해주십시오. 

문1. (친)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십니까? 

1) 부모님 모두 계신다

2) 아버님만 계신다

3) 어머님만 계신다

4)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다 (☞ 설문 종료)
문2. (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예 (☞ 문 6으로)
2) 아니오

문3. (친)부모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1) 같은 시도에 거주한다

2) 다른 시도에 거주한다

3) 해외에 거주한다

문4. 일 년에 (친)부모님 댁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1)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1~2번 정도

3) 한 달에 1~2번 정도  

4) 일 년에 3~4번 정도(명절 때만)

5)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

문5. 일 년에 (친)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안부 전화를 하십니까? 



1)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1~2번 정도

3) 한 달에 1~2번 정도  

4) 일 년에 3~4번 정도(명절 때만)

5) 거의 전화하지 않는다

문6.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1) 미혼 남성(문 9로)
2) 미혼 여성(문 9로)
3) 기혼 남성

4) 기혼 여성(문 8로)
문7.(기혼남성의 경우) 일 년에 장인 또는 장모님에게 얼마나 자주 전화하십니까? 

1)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1~2번 정도

3) 한 달에 1~2번 정도  

4) 일 년에 3~4번 정도(명절 때만)

5) 거의 전화하지 않는다

6) 기타(처가댁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처가댁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

▶ 문7 응답자는 문 9로
문8.(기혼여성의 경우) 일 년에 시부모님에게 얼마나 자주 전화하십니까? 

1) 거의 매일 

2) 일주일에 1~2번 정도

3) 한 달에 1~2번 정도  

4) 일 년에 3~4번 정도(명절 때만)

5) 거의 전화하지 않는다

6) 기타(시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

문9. (친)부모님께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2) 유산을 물려주시는 것

3) 자녀에게 피해나 부담을 주지 않는 것

4) 부모님이 화목하게 사시는 것

5) 집안의 관혼상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

6) 기타

문10. 평소 (친)부모님에 대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1) 건강 악화

2) 술이나 담배를 과도하게 하시는 것

3) 실직이나 소득이 없어지는 것

4) 가정 불화

5) 기타



문11. (친)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부모님를 모시고 사는 것

2) 자식들끼리 행복하게 잘 사는 것

3) 충분한 생활비(용돈)을 드리는 것

4) 맛있는 음식을 사 드리거나 여행을 보내 드리는 것

5)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6) 부모님과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것

7) 기타

문12. 나이 드신 부모 부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자녀가 부양하는 것이 낫다

2)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 낫다

3) 형편에 따라 하는 게 좋다

문13. 만약 아버님이 홀로 되실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1) 재혼을 권유하겠다

2) 재혼을 반대하겠다

문14. 만약 어머님이 홀로 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 재혼을 권유하겠다

2) 재혼을 반대하겠다

문15. 귀하의 노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1) 자녀가 부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스스로 해결하겠다

3) 그 때 가봐야 알겠다

▣ 어버이날 관련 문항
문16. 올해 어버이날 부모님을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할 예정입니까?

1) 현금

2) 현물

3) 현금+현물

4) 기타

문17. 어버이날 선물비로 얼마나 지출할 예정입니까? 현금을 드릴 경우 포함하여 

응답 바랍니다.

1) 5만원 이하

2) 5~10만원 정도

3) 10~20만원 정도

4) 20~30만원 정도

5) 30~50만원 정도

6) 50만원 이상

문18.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 어떤 것을 준비할 예정입니까? 



1) 건강보조식품 (인삼, 글로코사민, 보약 등)

2) 건강용품 (혈당,혈압계,맛사지기 등) 

3) 패션용품 및 의류

4) 생활용품 및 가전제품

5) 일반식품(갈비, 굴비, 전복, 과일 등)

6) 효도관광

7) 상품권이나 현금

8) 기타 

문19. 어버이날 부모님과 꼭 함께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1) 외식하기

2) 쇼핑

3) 영화/뮤지컬/판소리 등 공연 관람

4) 여행 

5) 기타

문20. 부모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부모님 평균 연령대)

1) 40대 2) 50대 3) 60대 4) 70대 5) 80대 이상

문21. 선생님의 성별은?

1) 남성

2) 여성 

 

문22. 선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10대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