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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부인께서는 재 나이가 만으로 몇 입니까?

                                           만_____________세

 .  b   주인어른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_____________세

2.  a  부인께서는 재 자녀를 몇이나 두고 계십니까?

                                          아들_______명

                                            딸_______명

   .b  부인께서는 앞으로 몇 명의 자녀를 더 두고 싶습니까?

                                          아들_______명

                                            딸_______명

3.  a  부인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이상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_______명

                                            딸_______명

   ,b  결혼 기에는 몇 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이상 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들_______명

                                            딸_______명

4.  a  부인께서는 매결혼을 하셨습니까? 는 연애결혼을 하셨습니까?

1) 매             2) 연애           3) 기타

  , b  그러면 자녀를 결혼시키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자
응답자의 자녀

아들 딸

  1) 으로 부모의사에 따른 매

  2) 부모가 선택한 후에 자기가 결정 

  3) 자기가 결정한 후에 부모의 승인 

  4) 으로 자기가 원하는 로

  5) 모르겠다
    

     

5. 실례가 되는 질문입니다마는 부인께서는 지  결혼이 혼이십니까? 는 재혼이십니까?

  a  ( 혼일 경우) 부인께서는 만 몇 살 때 결혼을 하셨습니까?

                                             부인  만__________살 

                                             남편  만__________살

  b  (재혼일 경우) 부인께서는 혼이 몇 살 때 끝나셨습니까?

                                                   만__________살 

      재혼 당시 부인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__________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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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론 생활에서 여러 가지 행복을 느끼시겠지만 부인께서는 주로 부부 사이에서 행복을 더 

느끼십니까? 는 자녀와의 사이에서 행복을 더 느끼십니까?

  
   __________(1) 부부사이에서

   __________(2) 자녀와의 사이에서

   __________(3) 기타(무엇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부인께서는 부부가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1) 자녀를 갖는 것

   __________(2) 경제 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__________(3) 부부가 서로 이해하는 것

   __________(4)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__________(5) 부인이 남편의 일을 돕는 것

   __________(6)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__________(7) 가족과 친척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__________(8) 기타 (무엇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a  에서는 얼마나 자주 부부가 동반하여 외출하십니까?

   __________(1) 거의 매일

   __________(2) 이삼일에 한번 정도

   __________(3) 일주일에 한번

   __________(4) 보름에 한번

   __________(5) 한 달에 한번

   __________(6) 석 달에 한번

   __________(7) 일 년에 한번 

   __________(8)  없다

  
   b  가시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__________(1) 친척집(친지, 친정, 시 ) 

   __________(2) 화 (극장) 

   __________(3) 시장(백화 , 쇼핑) 

   __________(4) 식사(외식, 식당, 요리집) 

   __________(5) 야외(소풍, 나들이, 드라이 , 고궁, 유원지, 등산) 

   __________(6) 시내구경 

   __________(7) 교회 

   __________(8) 유흥장(오락장, 스홀) 

   __________(9) 기타

      
9. 주인께서는 밖에서 하신 일에 하여 어느 정도로 부인께 이야기 하시는지요?

   __________(1) 부 한다

   __________(2) 부분 한다

   __________(3) 반 정도 한다 

   __________(4) 약간 한다

   __________(5) 거의 하지 않는다

   __________(6)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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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가 생활하는데는 부부가 서로 상의하고  결정을 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

다. 에서는 다음의 여러 가지 일에 해 부부 에서 주로 가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

게 되는지요?

  

항상
남편

부인보다 
남편

부부 같은 
정도

남편보다 
부인

항상 
부인

기타
( 구)

 (1) 집을 살 때        

 (2) 부인이 계에 들 때 

 (3) 남편의 직업결정   

 (4) 월 의 사용      

 (5) 부부나 자녀와 함께 
     여가를 즐기려 할 때

 (6) 부인의 취업여부   

 (7) 큰 가구를 살 때   

11.  a  부인께서는 계에 들고 계십니까?

    __________(1) 있다
    __________(2) 없다

  ,  b  (있다면) 가입한 계는 몇 개입니까?   계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1) 친목
     __________(2) 살림에 보태려고 
     __________(3) 목돈마련 
     __________(4) 축 
     __________(5) 내집마련 
     __________(6) 사업자  
     __________(7) 학비마련(자녀교육)

    c. 부인께서 그 계모임에 나가시는 것에 해 주인 어른께선 찬성하십니까? 반 하십니까? 

      __________(1) 찬성
      __________(2) 반
      __________(3) 방 (혹은 무 심)

12.  부인께서는 계 이외에 딴 모임에 나가시지는 않으십니까?

      __________(1) 나간다

      __________(2) 안 나간다

13.  a. 의 (시)부모님께서는 재 살아계십니까?

         __________(1)          __________(2) 아니오

   , b. (“ ”라면) 에서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__________(1)          __________(2) 아니오

   , c. (“아니오”라면) 에서는 어느 정도로 자주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계십니까?

         __________(1) 자 주      __________(2) 가  끔 

         __________(3) 이따      __________(4)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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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에서는 자식은 자식 된 도리로써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1) 의식주에 불편이 없도록 잘 모셔야 한다
         __________(2) 의식주 문제뿐 아니라 부모님 말 에 잘 순종해야 한다 
         __________(3)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자 하면 자립해  살아야 한다
         __________(4) 자식은 성공하여 부모를 스럽게 해 두려야 한다 

15. 만약 자식을 두지 못한 부부가 있다면 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1) 소실을 얻는다         __________(2) 양자를 들인다
         __________(3) 이혼을 한다           __________(4) 그 로 산다
         __________(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a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서는 부부가 이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 어 말 해 주십시오.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없을 때

  (1)   불가

  (2) 경우에 따라 찬성

   , b  (경우에 따라서 찬성한다면) 다음의 경우에 따라 어떤 부부가 이혼한다면 찬성하시겠

습니까? 는 반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없을 때 

찬성 반 찬성 반

(1) 남편이 성불구자이다 

(2) 남편이 생활무능력자이다

(3) 남편의 성격이 나쁘다 

(4) 남편이 난 을 부린다

(5) 부인이 아기를 못 낳는다

(6) 부인의 성격이 나쁘다

(7) 부인의 행실이 나쁘다 

(8) 시부모가 며느리를 싫어한다

(9) 부부간 애정을 느낄 수 없다

17. 에서는 부인이 재혼하는 것을 찬성 하십니까? 는 반  하십니까? 자녀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나 어 말 해 주십시오.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없을 때

(1) 찬 성

(2) 반 

18.  a  에서는 무슨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   b  그러면 남편께서는 어떤 종교를 믿으시는지요?

        

남편 부인

 (1) 신교(기독교)

 (2) 구교(카톨릭)

 (3) 유교

 (4) 불교

 (5) 기타

 (6)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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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신교나 구교일 경우) 어느 정도로 자주 교회(성당)에 나가십니까?

        

남편 부인

 (1) 빠짐없이  나간다

 (2) 자주 나간다

 (3) 가끔 나간다

 (4) 잘 나가지 않는다
               

19.  a  에서는 학교를 어느 정도 나오셨습니까?   , b  남편께서는 어떻습니까?

        

남편 부인

 (1) 무학

 (2) 한문 수학

 (3) 등학교

 (4) 학교 

 (5) 교등학교

 (6) 학이상

20.  a 부인께서는 결혼직  5년 동안에 직장에 나간 일이 있으십니까? ,b 재는 어떻습니까?

           A  결혼               B  결혼 후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1) 있다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2) 없다        

21. 결혼한 부인이 직장을 갖는 것을 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__________(1) 단히 찬성     __________(2) 찬 성      

     __________(3) 경우에 따라     __________(4) 반       

     __________(5)  반   

22. 부인의 남편께서는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__________(1) 문 리직              __________(2) 사무직

         __________(3) 기술직 엔지니어         __________(4) 공무원

         __________(5) 자 업                  __________(6) 생산노무직

         __________(7) 매서비스직            __________(8) 농업 임업 수산업

         __________(9) 학생                    __________(10) 주부

         __________(11) 기타                   __________(12) 무직

         __________(13) 군인

23. 부인께서는 노후에 주로 구에게 의존하기 원하십니까? 한 명만 얘기해 주십시오.

         __________(1) 남편과 둘이서 (남편이 없는 경우는 혼자서)

         __________(2) 장남과 함께

         __________(3) 장녀와 함께

         __________(4) _____째 아들과 함께

         __________(5) _____째 딸과 함께

         __________(6) 어떤 아들이던 아들과 함께

         __________(7) 어떤 딸이던 딸과 함께

         __________(8) 아들 딸 계없이 자녀와 함께

         __________(9) 기타 ( 구와 함께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