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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대한 인식 조사>
2011. 11. 16 방송문화연구소

문1. 취업 이력서에서 없어도 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 없다

고 생각되는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생년월일   

2) 증명사진   

3) 학력   

4) 신장, 몸무게   

5) 가족관계

문2. 취업 최종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학연, 지연 등 인맥   

2)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스펙)

3) 첫인상이나 이미지 등 외모   

4)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 등의 인성

5) 재치있고 조리있는 말솜씨 

6) 기타

문3. 귀하는 외모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1) 매우 관심이 많다  

2) 대체로 관심이 있는 편이다  

3) 대체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문4. 우리 사회에서 외모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중요하다

2) 어느 정도 중요하다

3) 거의 중요하지 않다

4)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5. 만약 당신의 배우자나 애인이 성형수술을 한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1) 매우 찬성  

2) 찬성   

3) 상관없다   

4)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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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우 반대

문6. 만약 성형수술을 해서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성형 수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7. 귀하께서는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기미/점 제거도 포함됩니

다)

1) 있다   

2) 없다(☞ 문 11로)

문8. 귀하께서는 어떤 부분을 성형했습니까? 

1) 눈

2) 코   

3) 턱  

4) 이마

5) 안면윤곽

6) 가슴 

7) 보톡스 주사

8) 색소 기미/점 제거

9) 지방 흡입 및 비만 치료

10) 기타 

문9. 귀하는 성형한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불만족스런 편이다

5) 매우 불만족스럽다

문10. 귀하는 성형 사실에 대해 타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1) 아니라고 부인한다

2) 가능하면 숨긴다

3) 물어보면 솔직히 대답한다

4) 자신 있게 먼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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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미용 목적의 성형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설문 종료)

문12. 그렇다면, 몇 회 정도의 성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형이 필요한 부분을 횟수

에 포함시켜주세요. (예를 들어 눈과 코라면 2회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1) 1회 

2) 2회 

3) 3회

4) 4회

5) 5회 

6) 만족할 때까지

문13. 만약 당신이 성형수술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이미 성형수

술을 하신 분의 경우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1) 부모님의 도움

2) 월급이나 아르바이트 등 자비

3) 대출

4) 기타

<응답자 특성 변수 - 성, 연령, 지역, 직업, 가구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