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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명     도시인구조 에 한 조사

應答 의 身上에 關한 事

問1. 부인께서 年歲는 얼마이신지요.             세

問2. 어떤 宗敎를 믿고 계신지요.

     a)      없다        b)      있다       c) 종류는 ____________

問3. 부인께서는 지  結婚하고 있으신지요.

     a)      그 다      b)      아니다

問4. 부인께서는 지  바깥어른과 언제 結婚하셨습니까?

     a)본인    才때      b)남편    才때     c) 西紀         年        月

問5. 再婚한 일이 있으신지요.

     a)      없다        b)      있다

問6. (再婚했으면) 부인께서 첫 結婚하신 年令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a)본인    才때      b)남편    才때     c) 西紀         年        月

問7. (再婚인 경우) 結婚하신지 몇 年 만에 헤어지셨습니까? 그때의 年歲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첫번째           년만에           살 때

     두번째           년만에           살 때

     세번째           년만에           살 때

問8. 그러면 부인께서는 그동안 다 合해서 몇 年 동안 結婚生活을 하신 셈이지요.

                  年間

問9. 現在 結婚生活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다음 어느 것에 해당되시는지요.

            1) 全  未婚         2) 死別         3) 離婚         4) 男便의 生死不明

            5)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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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10. 바깥어른께서는 學敎는 어디 나오셨읍니까?  부인께서는?

                              a) 男便         b) 本人

     無學歷(國文解得不能)                                  

     國文解得                                                    

     國民學校中                                      

     國民學校卒業                                                 

     中, 高敎                                                    

     門大學                                                    

問11. 부인께서는 어떤 회합이나 단체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a)        한다      b)       안한다

      c) 한다면 그 모임에는 자주 참석하십니까?                              

      

단체의 이름 직 1) 자주 나간다 2) 가끔 나간다 3) 지 은  안 나간다

問12. 부인이 지  사시는 住 은

      a) 所有에 있어서

       1) 自                  2) 全體貰家               3) 部分的貰家   

               4) 官 는社          5) 無料로 빌린 집

      b) 樣式에 있어서

       1)韓國式                2)洋式                    3)日本式 

               4)兩 는三 의 折衷式                           5)板子집 

               6)草家집                7)기타 (어떤 樣式              )

      c) 沐浴室          1)있다          2)없다

問13. 에 온 食口가 몇 名이 되십니까? (뒤의 가구표 참조)

                        명

問14. 에서는 다음과 같은 物件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1) 래듸오______     (2) 축______       (3) 선풍기 ______    (4) 재 틀 ______

      (5) 자가용수도______ (6) 기 림______   (7) 携帶用時計______

      (8) 기냉장고______ (9) 기세탁기______ (10) 사진기______

      (11) 텔 비 ______  (12) 화기______    (13) 은수 ______

      (14) 신문구독______  (15) 잡지구독______  (16) 用便所______

      (17) 卓上 는 壁에 걸어놓는 時計______   (18) 피아노______

      (19) 병풍______      (20) 책상______       (21) 장롱______

問15. 에서는 사람이 거처하는 방이 모두 合해서 몇 개나 있읍니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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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16. 부인께서는 주무실 때 內外분만이 한 房을 같이 쓰고 계시는지요.

                                              A) 겨울      B) 여름

      a) 우리 내외만이 한 방을 쓰고 있다                             

         (만 2才미만의 子女包含)                                   

      b) 우리 내외 이외에 어린애                                    

 (만 2才-만 7才의 子女)가 같이 있다                           

      c) 우리 내외와 어린애 이외에 他人                             

 (만7才 以上 子女包含)도 같이 있다         

      d) 內外가 各各 房을 달리한다           
          

             

問17. 부인께서는 家事以外에 하시는 일은 없으신지요.

      a)       없다         b)       있다

      b) 있다면

         기            치               하는 일                    

問18. 과거에는 어떤 직업을 가진 일이 있으신지요.

      a)       없다         b)       있다

      b) 있다면

         기            치               하는 일                    

問19. 에서는 가 主로 生活費를 십니까?

      a)       1)남편         2)本人         3)시아버지         4)시어머니   

               5)아들         6)딸           7)기타 ( 구              )

      b) 그이는 어떤 기 에서 무슨 地位에서 어떤 일을 보십니까?

         기            치               하는 일                    

問20. 부인께서는 現住所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셨읍니까?

                         年間  

問21. 서울에서는 모두 몇 해를 사셨읍니까?

                         年間

問22. 서울에 오시기 前에는 어디에 사셨습니까?

     

1) 都 2) 邑 3) 村 4) 外國 期間(年)

바로前

그  前

그  前

그  前

問23. 부인께서는 과거 10年동안에 몇 번 이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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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24. 부인께서는 앞으로 5年內에 이사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미 이사하기로 정했다 

              2) 꼭 이사할 豫定

              3) 개 이사하게 될 것이다

              4) 이사할 생각은  없다

              5) 알 수 없다

問25. 이사하실 可能性이 있으면 어디에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1) 同一洞內           2) 他東區內           3) 서울 內他區에

              4) 他道에             5) 外國에             6) 기타(어디?           )

問26. 家族計劃에 련해서 부인을 찾아뵙는다면 보통 어느 時間이 가장 당합니까?

                            가을     겨울            여름

      1) 午前 8時 以前                                        

      2)  8時 - 10時前                                        

      3) 10時 - 12時前                                        

      4) 12時 -  2時前                                        

      5)  2時 -  4時前                                        

      6)  4時 -  6時前                                        

      7)  6時 -  8時前                                        

      8) 午後 8時 以後                                        

問27. 서울大學敎와 城東區保健所에서 共同으로 家族計劃의 指 와 診療를 하게 된다면 부인께서

는 어떤 点에 特히 留意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십니까?

      a)         別意見없다               意見있다  

      b) (있으면) 그것은 어떤 內容입니까?

                                                                

                                                                

子女數 등에 關한 事

問28. 부인께서는 재 임신中이신지요.

             1) 그 다          2) 아니다          3)잘 모르겠다

問29. 姙娠中이 아니시라면 어느 때쯤에 되었으면 좋겠다고 希望하십니까?   

             1) 당장이라도 곧 姙娠이 되었으면 좋겠다

           2) 약 1년 내에 되었으면 좋겠다

             3) 약 2년 내에 되었으면 좋겠다

           4) 약 3년 내에 되었으면 좋겠다

           5) 약 4년 내에 되었으면 좋겠다

           6) 약 5년 내에 되었으면 좋겠다

           7)이제는 안 낳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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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30. 子女數 에 關하여 男便과 相議하신 일이 있으신지요?

      a)        있다     b)        없다

問31. (있다면) 

      a) 부인께서 願하시는 子女數 

         男兒          명  女兒          명   合計        명

      a) 男便께서 願하시는 子女數 

         男兒          명  女兒          명   合計        명

問32. 現在의 子女數에 關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不足하다        b)      適當하다

      c)      무 많다       d)      무 심이다

問33. 初産은 몇 才 때가 가장 理想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才때            b)      모른다

問34. 子女間隔은 어느 정도가 좋다고 보시는지요.

      a)      年              b)      무 심

問35. 몇 才때까지 子女를 낳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才때까지        b)      무 심

家族計劃에 關 한 事

問36. 家族計劃에 關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反 한다        b)      贊成한다

      c)      모른다

問37. 反 하시면 그 理由는 어떤 것인지요.

      a)      건강에 有害     b)      自然攝理에 맞지 않는다

      c)      宗敎上          d)      子女는 많을수록 좋다

      e)      기타(무엇?            )

問38. 贊成하신다면 그 理由는 어떤 것인지요.

      a)      경제 계로      b)      子女가 무 많아서

      c)      어머니 건강에 좋아서

      d)      막연하게        e)      기타(무엇?              )

問39. 아직도 모르신다면 앞으로 아시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a)      있다            b)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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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40. 家族計劃의 方法으로서 다음의 것들을 들으신 일이 있읍니까?

      a)      콘돔            b)      제리          c)      Foam Tablet

      d)      다이아후람      e)      링그          f)      주기 利用 

      g)      사정억제        h)      外部사정      i)      펫사리  

      j)      落胎手術        k)      精管手術      l)      하나도 없다

問41. 들으셨다면 어디서 는 무엇을 通하셨는지요.

      a)      학교에서        b)      친지로부터    c)      라듸오     d)      신문

      e)      잡지            f)      보건소        g)      병원       h)      약방

      i)      화            j)      기타(무엇?           )

問42. 언제 들으셨나요.

      a)      解放後          b)      6.25前         c)      4.19前

      d)      軍事革命前      e)      軍事革命後     f)      近

      g)      모르겠다

問43. 實際 使用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a)      있다            b)      없다        

問44. 있다면 몇 子女때부터 始作했고 그 使用期間은 얼마나 되셨고 한 그 평가는?

                   종류    몇번 임신한 뒤   사용기간     평가(실패, 성공)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問45. 方法을 듣고 있으나 實際 使用을 못해보셨다면 이 理由는 무엇인지요.

      a)      필요없어서      b)      필요는 하지만 方法을 詳細히 몰라서

      c)      器具購入이 困難 d)      兩親의 反      e)      기타(무엇?           ) 

問46. 들으신 일이 別로 없으시다면 앞으로 指 를 받고 싶으신지요.

      a)      싶다            b)      아니다          c)      무 심

問47. 方法을 아신 後에는 實際로 使用해 볼 計劃이신지요.

      a)      그 다              b)      常識으로 알고만 싶다 

      c)      男便의 合議가 必要  d)      兩親의 合議가 必要

問48. 당신은 産兒制限을 찬성하시는데 家族中에 反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a)      없다            b)      시아버지        c)      시어머니  

      d)      남편            e)      기타( 구?         )

問49. 피임 方法은 다음의 어느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a)      값이 싼 것      b)      使用이 簡便한 것 

      c)      健康에 害롭지 않은 것    d)      効果가 確實한 것  

      e)      性生活에 지장이 없는 것  f)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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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50. 保健所에서 家族計劃相談과 指 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a)      알고 있었다     b)      모르고 있었다

問51. 알고 계셨다면 保健所에 찾아가 相議해 본 일이 있는가?

      a)      있다            b)      없다

問52. 없으시다면 그 理由는 무엇인지요.

      a)      필요없어서      b)      바빠서          c)      돈이 들까

      d)      갈 計劃

家口調査票

번호 생년   월    일 연령 성별 본인과의 계 직업 학력 결혼상태 종교

1

2

3

4

5

6

7

8

9

出産力調査票

 現在 살아있는 子女數 (     )  死亡한 子女數 (      )  死産 는 流産數 (      )  임신총수 (      ) 

 結婚後初分娩까지의 기간 (  個月)  近의分娩日子 (음,양  年 月 日.正.流.死)  재임신中이면 ( 개월)

임신

序列

임신

기간

分娩時

어머니 

年齡

分娩年月日

(음,양)

出産의 종류
性別

現在

年齡

生死

여부

死亡時의
死亡

原因

生産

간격

1)正常 2)死産 3)人流 4)自流 年月日 年齡

  

個月
   才   年  月  日

男 女

(1,2)

生 死

(1,2)

  才

 個月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