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주팔자에 대한 인식 조사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직업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혼인 여부별

<추가>문1. 귀하께서는 2019년 새해를 맞아 사주를 보았거나 볼 계획이 있습니까?  
사주 외에 오늘의 운세, 타로, 관상, 손금, 신점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사주(四柱)란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네 간지(干支). 또는 이에 근거하여 사람
의 길흉화복을 알아보는 점입니다.  

1) 사주를 보았다(▶ 문 3으로)
2) 사주를 볼 계획이 있다
3) 사주를 전혀 볼 계획이 없다

문2.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사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사주 외에 오늘의 운세, 타로, 
관상, 손금, 신점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있다 
2) 없다(▶ 설문 종료)

문3. 사주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보십니까? 
1)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등) 
2) 스마트폰 운세 앱
3) 철학관 및 유명 점집 직접 방문 
4) 사주 카페 
5) 전화 상담 
6) 카카오톡 등 SNS 서비스   
7) 신문
8) 잡지 등 서적

문4. 사주를 볼 때 회당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만원 단위로 숫자
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만원 미만은 소수로 적어 주세요. 
예) 5,000원  →  0.5  (만원)
   10,000원  →  1   (만원)
   100,000원 →  10  (만원)
(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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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사주를 보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랜덤)
1) 자신의 운명이 궁금해서 알아보기 위해
2) 단순히 재미를 얻기 위해 
3) 삶의 조언을 얻기 위해
4) 걱정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 궁합을 알아보기 위해
6) 가족과 지인의 추천으로
7) 타인의 됨됨이나 성품을 알아보기 위해 
8) 이사나 혼사, 자녀 출산일 등 좋은 날을 알아보기 위해 
9) 기타( )

문6. 사주를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재테크 등 금전
2) 취업
3) 승진, 이직 등 직장
4) 사업
5) 연애, 결혼
6) 건강
7) 학업
8) 임신, 출산
9)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 가족 
10) 이사
11) 기타( )

문7. 사주 결과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1) 매우 큰 영향을 준다
2) 대체로 영향을 주는 편이다
3)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8. 본인이 본 사주가 자신의 상황 및 성향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까?
1) 매우 일치한다 
2) 일치하는 편이다 
3)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문9. 사주를 어느 정도 신뢰합니까?
1) 매우 신뢰한다
2)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3)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문10. 앞으로도 사주를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11.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불교
2) 천주교
3) 개신교
4) 유교
5) 종교 없음
6)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