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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와 피서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KBS방송문화연구소입니다.
  
저희는 여름휴가와 피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프로그램 제작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전화: ○○○-○○○○

▣ 다음은 여름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선생님은 여름휴가를 내셨습니까?

1) 휴가를 냈다--> 문3로 

2) 휴가를 낼 예정이다--> 문4로 

3) 휴가를 내지 않겠다

문2. 휴가를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 경제적 이유 때문에 

2)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3) 원래 여름에 휴가를 가지 않는다

4) 기타

=> 문2 전체 응답자 문 16으로 이동

문3. 여름휴가 동안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1) 여행을 다녀왔다        --> 문6으로 

2) 아직 여행을 가지 않았다 

 

문4. 그렇다면 언제쯤 여행을 가실 예정이십니까?

1) 남은 여름 동안  

2) 가을 

3) 겨울 

4) 여행을 가지 않을 것이다

문5. 아직까지 여행을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복잡한 여름 성수기를 피하기 위해 

2)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나 동료들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3) 본인이나 자녀의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때문에

4) 여름이 아닌 계절에 휴가를 가기 위해 

5) 집에서 푹 쉬고 싶어서

6) 기타

=> 문5 전체 응답자 문 16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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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선생님께서는 여름휴가를 국내로 가셨습니까, 해외로 가셨습니까?

1) 국내 

2) 해외 --> 문8번으로

문7. 국내 어디로 여름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1) 산이나 국립공원  

2) 해수욕장이나 바다

3) 강이나 계곡, 유원지 등

4) 온천 휴양지

5) 문화유적지

6) 기타

=> 문7 전체 응답자 문 9로 이동

문8. 해외 어디로 여름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1) 동남아시아  

2) 미국/캐나다  

3) 하와이나 괌

4) 유럽  

5) 일본   

6) 중국  

7) 기타

문9. 여름휴가 때 가장 먼저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여행 장소 

2) 휴가 기간 

3) 휴가 비용  

4) 교통편  

5) 관광 시설 

6) 기타

문10. 휴가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 당일여행

2) 1박 2일

3) 2박 3일

4) 3박 4일

5) 4박 5일

6) 5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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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 이번 여름휴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불만족스런 편이다

4) 매우 불만족스럽다

문12. 여름휴가 시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 피서지 물가가 너무 비싸다

2) 화장실이나 샤워실 등 시설이 부족하고 청결하지 못하다

3) 피서객들이 밤새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일삼는 등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

4) 피서지의 교통편이나 편의시설이 좋지 않다

5) 환경오염 혹은 자연훼손이 심하다

6) 기타

 

문13. 올 여름 피서지의 물가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1) 매우 비싸다 

2) 비싼 편이다 

3) 적당하다   

4) 싼 편이다  

5) 매우 싸다

문14. 선생님께서는 여름휴가 비용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1) 10만원 이하  

2) 11-20만원  

3) 21-30만원  

4) 31-40만원  

5) 41-50만원

6) 51-100만원

7) 101-300만원  

8) 301만원 이상

 

문15. 여름휴가 기간에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까?

1) 자가용  

2) 기차  

3)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4) 비행기   

5) 기타 

▣ 여름휴가에 대한 인식과 여름철 피서에 대한 질문 
문16. 휴가는 ‘여름에 가야 한다’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매우 동의한다

2) 동의하는 편이다

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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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7. 여름이 아닌 계절에 휴가를 가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다

2) 비용이 적게 든다

3)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것이 편하다

4) 덥지 않다

5) 다른 계절의 레저 또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6) 다른 계절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7) 기타 

문18. 여름휴가에 대해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매우 동의한다

2) 동의하는 편이다

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19. 올 여름이 예년에 비해 어느 정도나 덥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많이 덥다

2) 다소 더 덥다

3) 예년과 비슷하다

4) 다소 덜 덥다

5) 매우 덜 덥다

 

문20.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더위를 피하십니까? 

1) 집에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놓는다

2) 찬물로 샤워를 한다

3) 근처 수영장에 간다

4) 근처 하천가나 공원에 간다

5) 극장이나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간다

6) 은행이나 백화점, 대형 마트에 간다

7) 기타 

 

문21. 더위를 이기려고 자주 드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수박 등 과일  
2) 팥빙수  
3) 아이스크림  
4) 콜라와 사이다 등 음료수 
5) 시원한 냉수 
6) 냉커피
7) 기타  

문22. 여름철에 가장 즐겨 드시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1) 냉면 
2) 메밀국수 
3) 열무국수 
4) 삼계탕 
5) 보신탕  
6) 장어  
7) 전복  
8) 생선회 등 해산물
9)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