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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2013-0009

자 료 명 세대 인식에 관한 조사, 2013

세대간 상호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1.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10대 (설문 종료)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7) 70대 이상(설문 종료)

2. (405060에게 질문) 귀하가 생각하는 2030세대(20대, 30대)의 이미지는 어떻습니

까?

1) 무기력하다     

2) 경솔하다        

3) 진취적이다 

4) 창의적이다    

3. (405060에게 질문) 귀하가 생각하는 2030세대의 정치 성향은 어느 쪽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1) 진보 

2) 약간 진보 

3) 중도 

4) 약간 보수 

5) 보수 

4. (405060에게 질문) 2030세대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1) 매우 희망적이다

2) 대체로 희망적이다  

3) 대체로 비관적이다

4) 매우 비관적이다

5. (203040에게 질문) 귀하가 생각하는 5060세대(50대, 60대)의 이미지는 어떻습니

까?

1) 답답하다      

2) 위선적이다        

3) 지혜롭다 

4) 성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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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3040에게 질문) 귀하가 생각하는 5060세대의 정치 성향은 어느 쪽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1) 진보 

2) 약간 진보 

3) 중도 

4) 약간 보수 

5) 보수 

7. 귀하의 연령대의 의견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

니까?

1)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8. 평소 세대차이, 혹은 세대갈등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1) 매우 많이 느낀다

2) 어느 정도 느낀다 

3) 별로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느끼지 않는다 

9. 세대간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1) 끝까지 설득한다 

2)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받아들인다

3) 어느 정도 주장하다가 포기한다 

4) 무시한다

10. 우리 사회에서“개천에서 용 난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능하다

2) 불가능하다

11.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경제 성장 

2) 복지 

3) 안보 

4) 사회 통합 

12. 귀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청년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2) 노후 복지가 미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3) 잘 모르겠다

13. 18대 정부의 복지정책 중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1)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2) 노인 기초연금제   

3) 대학 반값 등록금 

4)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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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복지를 늘리기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한다면 다음 중 어

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1)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

2)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

15.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얼마나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절대 희생해서는 안 된다

2) 웬만해서는 희생해서는 안 된다

3) 웬만하면 희생해야 한다 

4)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

16. 북 핵개발이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위협이 된다

2)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

3)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17. 귀하의 정치성향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진보 

2) 약간 진보 

3) 중도 

4) 약간 보수 

5) 보수 

18. 지난 1년간 국가 브랜드 상승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1) 싸이 열풍    

2) 반기문 UN사무총장 연임  

3)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