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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명

시민의식종합조사 6 : 광주시 주부에 관한 여론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사회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원 ○○○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광주시민의 생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님이 말씀해주시는 내용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
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되고, ○○님의 개인적 의견은 밖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평
소 생각하시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998년 10월

주의) 보기중 반괄호안에 들어있는 보기는 절대 불러주지 않는다.

※ 먼저 통계처리를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쭐께요.
｝현재 사시는 곳이 ____구 맞죠? (해당 지역이 아니면 중단할 것)
1) 동구

2) 서구

3) 남구

4) 북구

5) 광산구

｝가족들 중에 살림을 주로 맡아 하고 있는 주부는 누구인가요? 그 분을 좀 바꿔주세요.
note: 주부가 2인 이상이면 더 젊은 주부,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자

※ 가족 중에 살림을 주로 맡아 하는 주부를 바꾸어, 조사의 취지를 다시 밝히고 질문을 시작한다.
｝성별 (물어보지 말고 체크)

① 남

② 여

｝올해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세요? 만 ○○ 세

1.

댁에서 어떤 물을 사용하시는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

댁에서는 주로 어떤 물로 세수를 하세요?
① 수돗물 그대로

② 지하수

③ 약수

④ 생수

⑤ 정수기물 기타) (무엇? _________ )

② 지하수

③ 약수

④ 생수

⑤ 정수기물 기타) (무엇? _________ )

② 지하수

③ 약수

④ 생수

⑤ 정수기물 기타) (무엇? _________ )

1.2.

밥은 주로 어떤 물로 지으세요?

1.3.

반찬이나 국은요?

① 수돗물 그대로
① 수돗물 그대로

1.4.

가족이 마시는 물은 어떤 물을 이용하세요?
① 수돗물 ② 지하수

③ 약수

④ 생수

⑤ 정수기물 기타) (무엇? _________ )

1.4.1. 그물을 끊여드세요, 그냥 드세요?
① 끓여서

② 그냥

(수도물을 어느 용도로든 사용하는 경우)

2번 질문으로 가시오

기타) (무엇? _________ )

(위의 어떤 질문에서도 수도물이 안나온 경우)

1.5. 댁에 수도물이 잘 나오나요?
① 잘 나온다

② 잘 안나온다

3) 수도가 없다

2.

집안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1) 항상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다
2) 그냥 아무 봉투에나 넣어 버린다
3) 종량제 봉투에 버릴 때도 있고, 아무 봉투에나 넣어 버릴 때도 있다
4) 땅에 묻는다
5) 태운다
기타) (어떻게? _________________________ )

3.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1) 비닐이나 다른 종이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다
2)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다
➡
3) 그냥 아무 봉투에나 넣어 버린다

4) 땅에 묻는다
5) 동물의 먹이(사료)로 쓴다
6) 태운다
기타) (어떻게?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2) 세수비누

3) 빨래비누

기타) (무엇? ______________ )

오래된 기름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② 따로 처리한다

9) 모르겠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리수거하세요?
① 예

9.

2) 빨래비누 (시중에서 파는 것)
4) 재생 빨래비누 (폐기름으로 만든 것)
기타) (무엇? ______________ )

평소 머리감을 때 어떤 세제를 쓰세요?

① 그냥 버린다

8.

4번 질문으로 가시오

평소 설거지 할 때 어떤 세제를 쓰세요?

1) 샴푸

7.

➡

예
아니오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지키는 사람도 있다
모르겠다

1) 퐁퐁이나 트리오 같은 세제
3) 무공해 설거지용 비누
5) 쌀씻은 물이나 밀가루물

6.

1) 따로 물기를 뺀 후 버린다
2) 그냥 버린다
기타) (어떻게?____________)

주부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①
②
3)
9)

5.

3.1.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뺀 후
버리세요? 그냥 버리세요?

② 아니오

3)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

주부님이 보시기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① 잘되고 있다

② 잘 안되고 있다

9) 모르겠다

10. 주부님께서는 시장에 갈 때, 주로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시나요?
① 걸어서
⑤ 자가용

② 자전거
③ 시내버스
⑥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셔틀버스

④ 택시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 )

11. 시장갈 때, 장바구니를 가져가시나요?
① 예

② 아니오

3) 가져갈 때도 있고, 안가져갈 때도 있다

12. 주부님께서는 식료품을 구입하실 때, 주로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① 인근가게(수퍼, 연쇄점 등)
② 편의점
③ 재래시장
④ 백화점
⑤ 대형할인점(가격파괴점)
⑥ 직거래 (리어카행상이나 차량판매)
기타) (어디에서? ____________________ )

13. 주부님께서는 가정에서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하실 때, 주로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① 인근가게(수퍼, 연쇄점 등)
② 편의점
⑤ 전문점 및 대리점
⑥ 백화점
기타) (어디에서? ____________________ )

③ 재래시장
④ 지하상가
⑦ 대형할인점(가격파괴점)

14. 주부님은 가사일 외에 시간이 남을 때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01) 건강증진활동(수영, 테니스, 볼링, 조깅, 요가 등)
02) 사회봉사활동(환경감시단, 양로원이나 고아원의 봉사 등)
03) 개인적인 취미활동(그림그리기, 독서 등)
04) 공연이나 전시회 관람 (영화보기, 음악감상 등)
05) 교양증진 활동(문화센터 교양강좌, 컴퓨터 강좌 등)
06) 쇼핑
07) 친구를 만난다
08)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그래도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재차 질문할 것)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88) 남는 시간이 없다
99) 모르겠다

15. 주부님은 친구와 만날 때 주로 어디에서 만나세요?
1) 식당
3) 공공장소(만남의 광장, 광주우체국 등)
5) 술집
7) 노래방
기타) (어느곳? _____________________)
88) 친구와 만나지 않는다(☞ 16번 질문으로)

15.1.

2)
4)
6)
8)

커피숍, 다방, 카페
(자신의) 집
친구집
길거리(거리의 ◯◯앞, 버스정류장 등)

99) 모르겠다

친구와 만나서 주로 무엇을 하세요?
01) 건강증진활동(수영, 테니스, 볼링, 조깅, 요가 등)
02) 사회봉사활동(환경감시단, 양로원이나 고아원의 봉사 등)
03) 개인적인 취미활동(그림그리기, 독서 등)
04) 공연이나 전시회 관람 (영화보기, 음악감상 등)
05) 교양증진 활동(문화센터 교양강좌, 컴퓨터 강좌 등)
06) 쇼핑
08)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이야기한다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99) 모르겠다

16. 주부님은 지난 1년동안 부부동반으로 모임에 참석해 본 일이 있으세요?
① 있다

② 없다

3) 배우자 없이 혼자산다

｝
｝
｝
｝
｝
｝
｝
｝
｝
｝
｝
｝
｝
｝
｝
｝
｝
｝
16.1. 얼마나 자주 참석하셨나요? 1년에 ________번
16.2. 주로 어떤 모임인가요?
1) 남자쪽의 모임 (계, 친목회, 동창회 등)
2) 여자쪽의 모임 (계, 친목회, 동창회 등)
3) 부부가 같이 속해있는 모임 (친목회, 동호회 등)
4) 교회나 성당, 절 등의 모임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__ )

17번 질문으로 가시오

17. 주부님께서는 지난 1년동안, 돌이나 환갑등의 특별한 날이 아닌 평소에 이웃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① 있다

② 없다

18. 그렇다면, 지난 1년동안, 돌이나 환갑등의 특별한 날이 아닌 평소에 주부님께서 이웃을 초대해본 적은 있으세요?
① 있다

② 없다

19. 밖에서 정규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직업코드 참조]
어떤 일을 하세요? 한나절 이상을 근무하시나요, 시간제로 일하시나요? □□-□
ex: 전업주부이면 코드는 □
5□
2 -□
1
2) 정규적으로 한나절 이상을 근무하는 직장
3) 시간제 부업
4) 불규칙 시간제 부업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__ )

1) 전업주부

19.1. 직업을 가질 생각이 있으세요?
① 예
② 아니오
｝
｝｝
｝
｝｝
｝
｝｝
｝
｝｝
｝
｝｝
｝
｝｝
｝
｝｝
｝
｝｝
｝

19.2. 직장을 구하려고 해 보셨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0번 질문으로 가시오

20번 질문으로 가시오

20. 주부들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사일로부터 자유로와야 할텐데요,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있다면요?
1) 탁아소나 유치원
2) 직업알선 공공기관
3) 어린이 놀이터 및 놀이시설
4) 어린이 도서관 및 학습장소
5) 노인보호 시설
6) 남편의 이해와 협조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__ )
21.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까? [나이를 각각 체크할 것]
① 아니오 (모두 사망인 경우)
② 시아버지
(나이:
)
④ 친정아버지 (나이:
)

22. 주부님은 몇남 몇녀 중에 몇째세요?

③ 시어머니
(나이:
⑤ 친정어머지 (나이:

___ 남 ___ 녀 중 ___ 째

23. 바깥분께서는요? ___ 남 ___ 녀 중 ___ 째

)
)

※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경우 [시아버지/어머니, 친정아버지/어머니]를 각각 물을 것 (네분 모두 생존해
계시지 않으면 교육수준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24. ○○부모님(시부모, 친정부모 각각 물을 것)과 같이 살고계세요?
1) 같이 산다

2) 같이 살고 있지 않다

* ○○부모님의 생활비는 어떻게 부담하고 계신가요?

* ○○부모님의 생활비는 어떻게 부담하고 계신가요?

1) 생활비 전액부담
2) 생활비 일부부담
3) 형제들이 나눠서 부담

1) 생활비 전액부담
2) 생활비 일부부담
3) 형제들이 나눠서 부담

4) 오히려 받음
5) 독립, 독자적임

4) 오히려 받음
5) 독립, 독자적임

24.3 그렇다면, ○○부모님(시부모, 친정부모 각각
물을 것)은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01) 혼자 계신다
02) 배우자와 함께(노부부만)
03) 큰아들 / 며느리

(☞ 시부모나 친정부모나 어느 쪽이라도 같이 사는
경우)
24.1. 노부모님과 함께 사시는데,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텐데요, 먼저 가장 좋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01)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02) 가사일을 도와주신다
03) 자녀를 돌보아 주신다
04) 부모님의 경험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때가 많다
05)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집세, 생활비)
06)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
07) 정신적으로 위안이 된다
88) 좋은 점 없다
99) 모르겠다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___ )

24.2. 그럼,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01)
02)
03)
04)
05)
06)

외출을 자유롭게 못한다
노인 냄새가 난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가사일이 늘어난다

88) 불편한 점 없다
99) 모르겠다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____ )

04) (큰아들 제외) 아들 / 며느리
05) 딸 / 사위
06) 미혼 아들 / 딸
07) 기혼 손자 / 손녀
08) 미혼 손자 / 손녀
09) 부모(부모님의 부모)
기타) (누구? ______________ )

(☞ 어느 부모님과도 같이 살지 않는 경우)
24.4. 만약, 노부모님과 함께 사신다면,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텐데요, 먼저 가장 좋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01)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02) 가사일을 도와주신다
03) 자녀를 돌보아 주신다
04) 부모님의 경험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때가 많다
05)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집세, 생활비)
06)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
07) 정신적으로 위안이 된다
88) 좋은 점 없다
99) 모르겠다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___ )

24.5. 그럼,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01) 외출을 자유롭게 못한다
02)
03)
04)
05)
06)

노인 냄새가 난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가사일이 늘어난다

88) 불편한 점 없다
99) 모르겠다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____ )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어요? [보기 불러주지 말고 확인할 것. 졸업 여부도 체크할 것]

교육기간: □□ 년
무
학:
중
졸:
대
졸:
대학원 석사:

0년
국
졸: 6년
9년
고
졸: 12년
16년(4년제), 14년(전문대 2년제), 15년(전문대 3년)
18년(2년)
대학원 박사: 21년(3년)

｝실례지만, ○○님댁의 모든 가구원들의 수입을 포함한 월 평균 가구 소득은 모두 얼마입니까? _______ 만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