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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응답자 ID

출소자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포서치라는 여론조사 회사의 면접원 _________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의뢰로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형기
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출소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관련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이런 출소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계셨는지 편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통계적인 수치로 처리되며,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면접
지역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 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거주지 
유형

□①대도시 □②중소도시 □③농어촌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면접원 
성명

검증확인

SQ1. 성별(묻지 말고) □① 남 □② 여

SQ2. 우선 실례지만 올해 연세는 만 몇 세신가요? 

  ☞ 20세 미만 70세 이상 면접중단 만______세

문1. 과거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2. 귀하가 아는 사람들 중,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형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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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우리 사회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출소한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문3-1로 □② 아니다☞문4로

문3-1. 그런 사람들이 우리사회에서 차별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당연하다 □② 부당하다

다음은 형을 마치고 출소한 수형자들이 사회로 돌아와 귀하와 관련을 맺을 경우를 가정한 것
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4.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온 출소자는 사회에 위험을 끼친다.

  □① 정말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⑨ 모름/무응답

문5. 나는 출소자가 옆집으로 이사와도 괜찮다.

  □① 정말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⑨ 모름/무응답

문6. 내가 임대할 주택이나 건물이 있다면, 출소자에게 임대해 주겠다.

  □① 정말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⑨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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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 직장 동료가 출소자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① 정말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⑨ 모름/무응답

문8. 내가 고용주라면, 나는 출소자임을 알더라도 출소자를 고용한다.

  □① 정말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⑨ 모름/무응답

다음은 출소자 관련 정책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9. 정부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사람들에게 직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을 지

원해 주어야 한다.

  □① 찬성 □② 반대

문10. 정부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사람들에게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해 주

어야 한다.

  □① 찬성 □② 반대

문11. 나는 출소자들의 새 출발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내겠다.

  □① 찬성 □② 반대

문12. 나는 기회가 된다면, 출소자들의 새 출발을 위한 민간단체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겠다.

  □① 찬성 □②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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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통계적 처리를 위한 마무리 질문들입니다.

DQ1.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DQ2. 귀 댁의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 인가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 만원

  □⑤ 400~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⑨ 모름/무응답

DQ3. 귀하의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① 종교없음☞설문 종료

  □② 기독교☞DQ3-1로 □③ 불교☞DQ3-1로

  □④ 천주교☞DQ3-1로 □⑤ 기타☞DQ3-1로

DQ3-1. 귀하의 신앙심을 측정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_______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