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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이천에 살고 계십니까?

      ______ 1) 증조부때부터      ______ 2) 조부때부터

      ______ 3) 부모때부터        ______ 4) 당 부터 

  문 1-1. 몇 년 부터 입니까?

  ______ 1) 20년 부터  ______ 2) 15년 부터

          ______ 3) 10년 부터 ______ 4) 5년 부터

          ______ 5) 5년 미만

문 2. 선생님께서는 지 의 부인과 처음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재혼이나 삼혼째 습

니까? 부인께서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그것은 몇 세 때 습니까? (4혼이상인 경우

는 마지막 결혼을 삼혼란에 쓰고 ∨할 것)

      

혼․재혼 여부    결혼 연령             시기

 남편      ______ 혼

           ______ 재혼

           ______ 삼혼 이상

 보통나이 _____세   (음/양)   ____월

 부인      ______ 혼

           ______ 재혼

           ______ 삼혼 이상

 보통나이 _____세   (음/양)   ____월

문 3. (재혼일 경우)  부인과는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습니까?

     

재혼인 경우

혼때 헤어지게 된 동기 재혼때

삼혼인 경우 
_____     1) 사별 _____

_____     2) 이혼 _____

_____     3) 별거 _____

_____     4) 행방불명 _____

문 4. 선생님께서는 지 의 부인과 매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택하신 연애결

혼입니까?

      ______ 1) 매     ______ 2) 본인 선택

문 5. ( 매라면) 그러면 가 매를 하 습니까? 선생님과의 계를 자세히 말 해 주십시오.

      계 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______________

문 6. 결혼 당시 선생님과 부인의 본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편 _____시/도  _____군  _____읍/면  _____리

      부인 _____시/도  _____군  _____읍/면  _____리

       (만일 지 의 지방 도시 는 읍일 경우 그것이 당시에 농 이었는가 여부를 확인할 것)

문 7. 선생님께서는 결혼직 에 부모님 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떠나서 생활하고 

계셨습니까?

      ______ 1) 부모 에 있었다

      ______ 2)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었다 ( 그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 3) 부모가 안 계셨으니까 떨어져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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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 선생님께서 결혼당시에 종사하던 직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______ 1) 농  업 (자․소작․농업노동 표시)    

      ______ 2) 비농업  →  직장명  ______________________

                            직  장  ______________________

                            직    ______________________

                            규  모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 3) 무  직  →  그러면 에 직업을 가지신 이 있습니까?

                            ______ 가) 있다면 무엇 (구체 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 나) 없다

문 9. 그러면 재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문 8에 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0. (문 8과 문9의 직업이 다른 경우만) 재의 직업으로 바꾼 것은 언제 으며, 어떤 계

기로 인해서 재의 직업을 갖게 되셨습니까?

     1) 언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계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1. 에 말 하신 직업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신 은 없습니까?

      ______ 1) 없다

      ______ 2) 있다

                ┗━  가. 무슨 일에 종사하셨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언제 그 직업을 갖게 되셨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

                      다. 어떤 계기로 그 직업을 택하게 되셨습니까? ___________

                  

문12. 선생님께서 결혼하실 당시 선생님의 아버님과 장인어른의 직업․직 ․교육정도는 어

떠했습니까?

     

부친 장인

직

업

 1) 농  업 (자작․소작표시)

 2) 비농업 (직업명․직장․직 ․규모 표시)

 3) 무  직

교

육

정

도

 1) 13년 이상( 문 ․ 학 이상)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12-10년(고등학교  구제 학 4-5년)

 3) 9-7년( 학교  구제 학 1-3년)

 4) 6-4년(국민학교 4-6년)

 5) 3년 이하(국민학교 1-3년)

 6) 기타(무엇___________________)

 7) 다닌 일 없으나 편지를 읽거나 쓴다

 8) 다닌 일 없고 편지를 읽거나 쓰지 못함

      ※ 주의 : 결혼 당시 이미 부친 는 장인이 사망했을 경우 집안에서 하던 직업을 쓸 것

  

문13. 선생님께서는 친가 처가 외가

  1) 친척이라고 하면 몇 까지 생각하십니까? _____ _____ _____ 

  2)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개 몇 안의 친척과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_____ _____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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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 선생님께서는 몇 남매  몇 째입니까? 남자 형제로는 몇 번째입니까?

      __________남매   ______째, __________형제   ______째

문15. 다음에는 선생님  가족과 친척에 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자

세히 말 해 주십시오.

구        분
A B C D

생존자  명수 재 어디에 
삽니까?

어느정도 자주 
왕래하십니까?

무슨일로 왕래를 
하십니까?

(1) 부모님께서는 재 살아 계십니까?

구분 생존 사망

부 _____   _____

모 _____   _____

(2) 결혼한 친형제자매  재 살아있는 
사람은 몇 입니까? 

구분 생존 순

형제1 _____ _____

형제2 _____ _____

형제3 _____ _____

(3) 장인장모께서는 재 살아계십니까?

구분 생존 사망

장인 _____   _____

장모 _____   _____

(4) 결혼한 처형제자매  재 살아있는
사람은 몇 입니까?

구분 생존 순

형제1 _____ _____

형제2 _____ _____

형제3 _____ _____

(5) 아버지의 결혼한 남자 형제분들  
재 살아있는 사람은 몇 입니까?

백부 ___ 명 ___ 명

숙부 ___ 명 ___ 명

(6) 결혼한 고모  재 살아있는 분은
몇 입니까?

고모 ___ 명 ___ 명

(7) 결혼한 외삼   재 살아있는 분은
몇 입니까?

외삼 ___ 명 ___ 명

(8) 결혼한 이모  재 살아있는 분은
몇 입니까?

이모 ___ 명 ___ 명

(9) 결혼한 친사   재 살아있는 
사람은 몇 입니까?

친사 ___ 명 ___ 명

(10) 결혼한 고종사   재 살아있는 
사람은 몇 입니까?

고종
사 ___ 명 ___ 명

(11) 결혼한 외사   재 살아있는 
사람은 몇 입니까?

외사 ___ 명 ___ 명

(12) 결혼한 이종사   재 살아있는 
사람은 몇 입니까?

이종
사 ___ 명 ___ 명

(13) 친 6 친육 ___ 명 ___ 명

(14) 친 8 친팔 ___ 명 ___ 명

(15) 이외에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친척은 없습니까?

가까운 
친척 ___ 명 ___ 명

문16. 선생님께서는 결혼이후 구 얼마동안

 1) 부모나 형제, 는 다른 친척으로부터 경제  도움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_____부모   _____형제
  _____친척( 구)

_______

 2) 구에게 도움을  일은 없습니까?
  _____부모   _____형제
  _____친척( 구) _______

 3) 그외에 큰 일이 있었을 때 도움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_____부모   _____형제
  _____친척( 구)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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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7. 선생님께서는 한 일로 돈이 필요한 때 구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친척  구(부모 형제 포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8.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동안 구 구의 제사를 지냈거나, 참석하셨습니까?

     

제사 상 지낸 장소 ( 구집)

제사1

제사2

제사3

제사4

제사5

제사6

문19. 선생님께서는 부모나 형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으신 이 있습니까?

      _______ 1) 있다면  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

                                언제         ________________________

                                받게 된 계기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 2) 없다면 받지 못한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20. 그러면 그 외 다른 형제자매에게 물려  재산은 없습니까?

      _______ 1) 없다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 2) 있다면 구 _________ 째        성별 _________

구 _________ 째        성별 _________

구 _________ 째        성별 _________

구 _________ 째        성별 _________

문21. 그 다면 선생님께서는 일반 으로 재산상속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 1) 장자에게만 물려 다

      _______ 2) 장자에게 다른 아들보다 많이 다

      _______ 3) 아들들에게만 공평히 나 어 다

      _______ 4) 장자에게 제일 많이 주고 다른 자녀에게 공평히 다

      _______ 5) 아들들에게만 많이 주고 다른 자녀에게 공평히 다

      _______ 6) 아들, 딸에게 공평히 다

      _______ 7)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 더 다

      _______ 8)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다

      _______ 9)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22. 선생님께서는 가족계획(임신을 피하기 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것)에 해 찬성하십

니까? 혹은 반 하십니까?

      _______ 1) 극 찬성한다           _______ 2) 찬성한다

      _______ 3) 반 한다                _______ 4) 극 반 한다

      _______ 5) 찬성도 반 도 않는다    _______ 6) 모르겠다

                

문23. 선생님 개인사정을 떠나서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이상 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  _____________ 명    딸    _____________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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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4. 선생님 에서는 자식을 더 낳자 는 그만 낳자 하는 문제로 집안에서 (의모나 아내) 

의견이 맞지 않은 이 있었습니까?

      _______ 1) 있다면

      _______ 2) 없다

      문24-1.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25. 선생님께서 가족계획을 하려고 할 때 부모나 다른 친척이 반 한 일은 없습니까?

      _______ 1) 있다면    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 2) 없다

문26. 선생님 에서는 주로 가 가족을 부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수입은 어떻습니까?  

     구 _________  직업 _________  월평균 _________

     구 _________  직업 _________  월평균 _________

문27. 그 외에 가 살림에 보탬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구 _________  직업 _________  월평균 _________

     구 _________  직업 _________  월평균 _________

문28. 그 다면 선생님 의 한 달 총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 원

문29. 선생님 에서 한 달 쓰시는 생활비는 평균 얼마나 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 원

문30. 지난 한해의 수확량은 얼마나 되는지요?

    

    잡곡

    소채

    기타 특용작물

    겸업수입

    기타수입

________________ 원

________________ 원

________________ 원

________________ 원

________________ 원

________________ 원

________________ 량

________________ 량

________________ 량

________________ 량

________________ 량

________________ 량

문31. 결혼 이후에 선생님 의 살림형편이 가장 좋았던 때와 가장 곤란했던 때를 말 해 주십시오.

     경제 으로 가장 좋았던 때     __________  그 이유 __________

     경제 으로 가장 곤란했던 때   __________  그 이유 __________

문32. 그러면 선생님  본가의 생활정도에 해서도 말 해 주십시오.

     경제 으로 가장 좋았던 때     __________  그 이유 __________

     경제 으로 가장 곤란했던 때   __________  그 이유 __________

     (※ 시기는 응답자의 나이가 몇 살 때라든가, 제일 큰 아이가 몇살 때, 는 결혼후 

         몇 년 등으로 요한 사건을 심으로 시기를 기억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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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결혼에 관해 선생님(부인)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33. 선생님(부인)께서는 요즈음 남녀가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도 어떤 것을 꼭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 것부터 순서 로 두 가지만 말 해 주십시오(1,2

를 쓸 것). 부인이나 며느리를 맞을 때, 그리고 남편이나 사 를 맞을 때를 각각 나

어 말 해 주십시오.

       부인, 며느리를 맞을 때                     남편, 사 를 맞을 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학    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가    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재    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직    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인    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가정교육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종    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인    품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성    격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34. 선생님(부인)께서는 남자나 여자가 재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 어 말 해 주십시오.

     

남자 여자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없을 때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없을 때

(1) 찬성

(2) 미정

(3) 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문35.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나 어 말 해 

주십시오.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없을 때

      _____________________   1)  안된다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2) 경우에 따라 찬성한다  _____________________

문36. (문35에서 “(2) 경우에 따라 찬성한다”에 응답한 사람만) 그러면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이혼을 찬성하십니까?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없을 때

     찬성 반  미정                                     찬성 반  미정

     ____ ____ ____   1) 남편이 성불구자이다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2) 남편이 생활 무능력자이다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3) 남편이 성격이 나쁘다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4) 남편이 난 을 부린다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5) 부인이 아기를 못 낳는다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6) 부인의 행실이 나쁘다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7) 부인의 성격이 나쁘다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8) 시부모가 며느리를 싫어한다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9) 부부간에 성격이 맞지 않는다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10) 부부간에 애정을 느낄 수 없다   ____ ____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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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7. 다음에 읽어드리는 것은 가족생활 반에 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 하나하나에 

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찬성 는 반 로 답해 주십시오. 답에 좋고 나쁜 것이 있

는 것은 아닙니다.

 

(1)
반

(2)
찬성

1) 사람은 구나 결혼해야 한다 _____ _____

2) 먼 일가천척보다는 이웃사 이 낫다 _____ _____

3) 결혼한 자식이라도 부모가 자식의 일에 간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_____ _____

4) 남편의 수입만 믿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므로 여자도 나설 일에는 나서야 한다 _____ _____

5) 부모 제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형제가 다 참석해야 한다 _____ _____

6) 결혼한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_____ _____

7) 남편이 벌어주는 밥을 먹고 사는 여자가 복 있는 여자다 _____ _____

8) 남자는 아무리 늦더라도 경제  능력이 생기기 에 결혼해서는 안된다 _____ _____

9) 곤란할 때 친척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_____ _____

10)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경우 양자를 들이기 보다는 데릴사 를 들이는 것이 낫다 _____ _____

11) 사람은 구나 자기 먹을 것을 타고 난다 _____ _____

12) 아들이 없어 양자를 들일 경우, 일가 문 의 변변치 못한 아들보다는 차라리
    한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기르는 것이 낫다 _____ _____

13) 남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 이혼하면 자식은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_____ _____

14) 자식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_____ _____

15) 딸이 충분히 있으면 아들이 없어도 괜찮다 _____ _____

16) 부인이 자식을 못 낳을 때 남자가 외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_____ _____

17) 딸이 아들보다 하고 둘 다 교육을 시키기 힘들다면 아들보다 
    딸을 공부시켜야 한다 _____ _____

18)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_____ _____

19) 자식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_____ _____

20) 애는 기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낳을 필요는 없다 _____ _____

21) 부모 자식 이외의 다른 친척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_____ _____

22) 결혼한 딸에게도 재산을 나 어 주어야 한다 _____ _____

23) 결혼한 아들이 처가집을 자주 드나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 _____ _____

24) 부모 자식보다는 부부가 더 가까운 사이다 _____ _____

25) 부모제사에 형제라고 다 참석할 필요는 없다 _____ _____

26) 부모와 아내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남편은 아내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_____ _____

27) 부인도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야 한다 _____ _____

28) 결혼을 하는 것은 남녀가 부부생활을 하기 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식을 낳아 부모의 를 잇게 하려는 것이 더 요한 이유다 _____ _____

29) 여자는 한번 결혼하면 시집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 _____ _____

30) 딸은 결혼하면 남이란 것은 옛말이다 _____ _____

B1. 조사자가 평가한 응답자의 생활정도는?

    _______ (1) 상                 _______ (2) 상 

    _______ (3) 하               _______ (4) 하

B2. 응답자는 조사에 얼마나 조 이었습니까?

    _______ (1) 단히 조       _______ (2) 약간 조  

    _______ (3) 그  그 다        _______ (4) 약간 비 조

    _______ (5) 단히 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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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부부 생년월일, 교육정도, 직업

   

부인 남편

 (1)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2) 교육정도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3) 직업(농토소유)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C2. 재혼여부

C3. 혼연령

C4. 결혼기간

C5. 임신가능여부

C6. 생존자녀수             

    남 _______명,  여 _______명

C7. 사망자녀수                

    __________명

C8. 유사산수            

    인공_____회,  자연______회,  사산______회

C9. 재임신여부

C10. 총 임신회수

     __________회

C11. 가족계획 사용여부

C12. 가족수   

     __________명

C13. 방수    

     __________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