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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2014-0017

자 료 명 지역감정에 대한 인식조사, 2014 

문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지역에 대한 지역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문 4로)
 4) 전혀 그렇지 않다(☞ 문 4로)

문2.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대한 지역 감정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서울 
 2) 경기도(인천)
 3) 강원도
 4) 충청도(대전, 세종)
 5) 전라도(광주) 
 6) 경상도(부산, 울산)
 7) 제주도

문3. 타 지역에 대한 지역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치적 환경
 2) 경제적 환경
 3) 가정적 환경
 4) 지역별 문화차이
 5) 기타( )

문4. 평소 귀하께서 타 지역에 대해 기존에 갖고 있던 이미지가 실제 그 지역 사람을 
만났을 때 영향을 미친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5.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이 가장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서울 
 2) 경기도(인천)
 3) 강원도
 4) 충청도(대전,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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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라도(광주) 
 6) 경상도(부산, 울산)
 7) 제주도

문6. 전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1) 매우 긍정적이다
 2) 긍정적인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부정적인 편이다
 5) 매우 부정적이다

문7. 귀하께서는 전라도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어떠하십니까?
 1) 매우 호감이 간다
 2) 호감이 가는 편이다
 3) 비호감인 편이다
 4) 매우 비호감이다
 5) 특별한 생각없다
 
문8. 전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1) 음식
 2) 5·18 광주민주화운동
 3) 문화예술 중심 도시
 4) 김대중 전 대통령
 5) 사투리
 6) 홍어(전라도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인터넷상 용어)
 7) 기타( )

문9. 귀하께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문10. 5.18 민주화운동이 전라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 긍정적인 영향을 준 편이다
 3) 부정적인 영향을 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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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이다 <--------- 중립적이다 ---------> 보수적이다 
서울 

경기도(인천)
강원도

충청도(대전, 세종)
전라도(광주) 

경상도(부산, 울산)
제주도

 4)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문11. 전라도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문12. 귀하께서는 전라도가 어느 정부 시절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박정희 정부
 2) 전두환 정부
 3) 노태우 정부
 4)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
 8) 박근혜 정부 
 9) 혜택을 누린 적 없다

문13. 각 지역별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