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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입니다. 
저희는 ‘한국사회 관태기(관계+권태기) 주의보’를 주제로 시리즈 기획기사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SNS 등 사람과 사람이 소통 도구의 홍수 속에 
인간관계 피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사 결과는 6월 중순 보도될 예정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어떤 의견이 몇 %라는 식의 통계 처리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SQ1] 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SQ2] 연령:  만 _________ 세  만 19세 이상 
 

SQ3] 성별:  1. 남자 2. 여자 

 
SQ4]   OO님은 휴대폰을 사용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 문3으로 

 
 
(***  
면접원 : OPEN으로 먼저 받고, 대답을 못할 시 보기를 불러줄 것) 
문1]   (SQ4에 ①번 응답자만) OO님 휴대폰 연락처에는 몇 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_______명 
 

<보기 : 문1, 문1-1, 2-1> 

1. 30명 이하 

2. 31~50명 

3. 51~100명 

4. 101~200명 

5. 200명 이상 

--------------------------------- 

999. 모름/무응답 

 

문1-1]  (SQ4에 ①번 응답자만)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중 실제로 아무때나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_______명 

 

문2]   (SQ4에 ①번 응답자만)  OO님은 카카오톡, 라인 등 소통서비스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 문3으로 

 

 

문2-1]  (문2에 ①번 응답자만) OO님의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저장된  

        지인은 모두 몇 명 정도 되십니까?   

_______명 
 

문2-2]  (문2에 ①번 응답자만)  메신저에 저장된 지인 중 평소에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일주일에) 평균 몇 명 정도 되십니까?  

 _______명 
 

<보기 : 문2-2, 문2-3> 

1. 5명 이하  

2. 6~10명 

3. 11~20명 

4. 21~30명 

5. 30~50명 

6. 50명 이상 

--------------------------------- 

999. 모름/무응답 
 

문2-3]  (문2에 ①번 응답자만) OO님의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창에  

        단체방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_______개 

 

 

문3]  OO님은 평소 ‘인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1. 인맥도 능력이다.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 

2. 사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의식할 필요는 없다 

3. 낙하산, 연줄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4.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다 

5. 기타 (                  ) 

--------------------------------- 

9. 모름/무응답 
 

문4]  OO님은 우리 사회에서 ‘인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중요하다 

2. 어느 정도 중요하다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4. 전혀 중요하지 않다 

--------------------------------- 

9. 모름/무응답 

 

문5]  ‘인맥 관리’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온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 

9. 모름/무응답 

 

문6]  OO님은 평소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나 인맥관리에 대한 피로감 

       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1. 매우 많이 느낀다  

2. 어느정도 느낀다 

3. 별로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느끼지 않는다 

--------------------------------- 

9. 모름/무응답 

 

문7]  OO님이 특히 정성들여 관리하고 있는 인맥은 누구입니까?  
 

1. 대학, 동창, 선후배 등 학연  

2. 업무상 알게  된 인맥 /직장 동료 등 

3. 친척 등 혈연 

4. 지역 연고를 통한 지연 

5. 기타 (          ) 

--------------------------------- 

9. 모름/무응답 
 
문8]  OO님이 주로 인맥을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전화통화 

2. 술자리나 식사 

3. 이메일 

4. 홈페이지,블로그, 트위터 등 인터넷 

5. 기타 (              ) 

--------------------------------- 

8. 전혀 안함 

9. 모름/무응답 

 

문9]  OO님께서 인맥관리를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인적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 업무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어서 

3. 친목을 위해서 

4. 기타 (              ) 

--------------------------------- 

9.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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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  OO님은 예전에 비해 최근,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기시는  

       편이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 

9. 모름/무응답 
 
문10-1] (문10에서 ①,②번 응답자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워서 

2.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서 

3.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 

4. 사교성이 부족해서 

5. 먹고 살기 힘들어서/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6. 기타 (               ) 

--------------------------------- 

9. 모름/무응답 
 
문11]  OO님께서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 

9. 모름/무응답 

 

문12]  최근 인간관계에 피로감을 느껴 인맥관리 등 타인과의 관계에 

       무기력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OO님께서는 이런 증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너무 바쁘기 때문  

2. 먹고 살기 힘들어서 

3.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어플 등을 통해  관계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서 

4.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권태를 느껴서 

5. 사회 전반의 개인주의  

6. 기타 (            ) 

-------------------------------- 

9. 모름/무응답 

 

※ 관태기 : 관계와 권태기의 합성어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권태를 느끼는 20대 모습을 가리키는 신조어 

   인맥  : 정계, 재계, 학계 따위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유대 관계 
 
 
 

끝으로 통계 작성을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DQ1] OO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재 이상(대학/대학원 졸업) 

 

DQ2] OO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임·어업 

2. 자영업 

3. 블루칼라(판매서비스,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4.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경영관리직/전문자유직) 

5. 가정 주부 

6. 학 생 

7. 무직/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