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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1996-0002

자 료 명     한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조사

<일러두기> 
본 자료는 인터뷰 자료로, 설문지는 분실되었음. KOSSDA에서는 데이터를 토
대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였음. 

1. 산업체의 분류

2. 귀하의 직 는?

   ____① 고용주 ____② 간 리자 ____③ 동료근로자

3. 귀사의 설립년도는?

   ______ 년도

4. 귀사의 내․외국인 체 근로자 수는?

   ______ 명

5. 귀사가 채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국 은 무엇이고, 몇 명이 있는가?

  

(1) 조선족 ____ 명 (6) 베트남 ____ 명

(2) 한족 ____ 명 (7) 키스탄 ____ 명

(3) 방 라데시 ____ 명 (8) 우즈베키스탄 ____ 명

(4) 필리핀 ____ 명 (9) 기타 ____ 명

(5) 인도네시아 ____ 명

6. 귀사의 외국인 노동자 총 수는? 

   ______ 명

7. 귀사의 외국인 노동자  합법 외국인 노동자 총 수는?

   ______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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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떤 경로로 고용하 는가?

   

(1) 소기업 앙회

(2) 불법용역업체

(3) 외국인 노동자 직 방문

(4) 동일업종에서 소개

(5) 지법인체

____①    ____ⓞ 아니오

____①    ____ⓞ 아니오

____①    ____ⓞ 아니오

____①    ____ⓞ 아니오

____①    ____ⓞ 아니오

9. 외국인 노동자 몇 명을 고용할 계획인가?

   ______ 명

10. 귀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귀사

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는가?

   

(1) 언어소통문제

(2) 생문제

(3) 음식문제

(4) 근로의식문제

(5) 여인상문제

(6) 이탈 리문제

(7) 종교문화문제

(8) 체력문제

(9) 집단행동문제

(10) 기후문제

(11) 기타

____① 있음   ____ⓞ 없음

____① 있음   ____ⓞ 없음

____① 있음   ____ⓞ 없음

____① 있음   ____ⓞ 없음

____① 있음   ____ⓞ 없음

____① 있음   ____ⓞ 없음

____① 있음   ____ⓞ 없음

____① 있음   ____ⓞ 없음

____① 있음   ____ⓞ 없음

____① 있음   ____ⓞ 없음

____① 있음   ____ⓞ 없음

11.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력 평가를 한다면 100  만 에 몇 을 주겠는가?

   ______ 

12. 귀사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____① 잡일                 ____② 직종 련단순노동

   ____③ 기술 숙련노동       ____④ 기술숙련노동

   ____⑤ 기타

13. 귀사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불화경험이 있었는가?

   ____① 있음                 ____ⓞ 없음

14. 귀사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인화를 강조한 이 있었는가?

   ____① 있음                 ____ⓞ 없음

15. 불화의 원인제공자 구인가?

   ____ⓞ 해당없음             ____① 내국인

   ____② 외국인               ____③ 방

   ____④ 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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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국인 노동자와의 불화유형은?

   ____ⓞ 해당없음             ____① 무시

   ____② 명령불복종           ____③ 의견, 감정 립

   ____④ 술주정               ____⑤ 폭행, 몸싸움, 자해, 패싸움

   ____⑥ 기타

17. 불화의 원인은?

   ____ⓞ 해당없음             ____① 임 문제
   ____② 생활습 의 차이      ____③ 명령체계
   ____④ 숙소                 ____⑤ 생
   ____⑥ 기타

18. 재 산업연수생 제도에 한 의견은?

   ____ⓞ 해당없음             ____① 존속  확

   ____② 축소                 ____③ 폐지

   ____④ 수정보완             ____⑤ 기타

19. 산업연수생제도 개선 요구 상은?

   

(1) 노동부

(2) 출입국 리국

(3) 외무부

(4) 보건복지부

(5) 송출업체

(6) 사업체

(7) 기타

____① 해당있음   ____ⓞ 해당없음

____① 해당있음   ____ⓞ 해당없음

____① 해당있음   ____ⓞ 해당없음

____① 해당있음   ____ⓞ 해당없음

____① 해당있음   ____ⓞ 해당없음

____① 해당있음   ____ⓞ 해당없음

____① 해당있음   ____ⓞ 해당없음

20. 외국인 노동자 임  련 제안

   ____ⓞ 해당없음             ____① 임 의 실화

   ____② 임 상승억제         ____③ 임 의 차별화

   ____④ 기타             

21. 인력수 정책/방안

   ____ⓞ 해당없음             ____① 필요인력 악  리

   ____② 도주방지             ____③ 차간소화

   ____④ 체인력이용         ____⑤ 계약기간

   ____⑥ 교육                 ____⑦ 처우개선(임 외)

   ____⑧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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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불법취업자 처벌 책

   ____ⓞ 해당없음             ____① 불법취업자 발 벌   강제출국

   ____② 불법사용자 단속      ____③ 무허가 용역업체 단속

   ____④ 송 루트 쇄         ____⑤ 기타

23. (연수생을 고용하는 경우) 소기업 동조합 앙회나 송출회사가 외국인 근로

자의 여에서 일률 으로 리비를 제공하는가?

   ____① 있음                 ____ⓞ 없음

24.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주경험이 있는가?

   ____① 있음                 ____ⓞ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