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A1-1995-0011 

자 료 명  여성인력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 취업자 

가구원 번호    - 

 

안녕하십니까? 

1. 한국노동연구원은 1988 년에 설립되었으며 노·사·정·학계 등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

일반의 인식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2. 본 조사는 취업실태에 관한 조사로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가구주 및 가구원들의 취업

실태 및 취업의사를 파악하여, 향후 원활한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본 조사결과는 컴퓨터로 통계처리되어 “이런 의견을 가진 분이 몇 %.....”라는 식으로만 

사용되며 개개인의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

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하거나 응답하는 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현대리서치연구소 취업실태조사팀 

(T. 324-723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7월 

한국노동연구원          현대리서치연구소 

                       김  훈  박사             취업실태조사팀 

                        T. 782-0141                T. 324-7239 

 

일반적인 사항 

101. 귀하는 지난 일주일간 주 1시간 이상 임금 노동을 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비취업자용 설문지를 사용할 것 

 

102. 귀하는 세대주입니까?    1) 예    2) 아니오 

 

103.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104. 귀하의 나이는?(만 나이로 기입)            (         ) 



 

105.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01) 무학                          02) 국민학교(    년 중퇴) 

03) 중학교 (    년 중퇴)           04) 일반고등학교 (    년 중퇴) 

05) 실업계 고등학교 (    년 중퇴)  06) 전문대학교 (    년 중퇴) 

07) 대학교 (    년 중퇴)           08) 대학원 이상 (    년 중퇴) 

 

106. 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별거    5) 기타(         ) 

 

107. 귀하는 몇 살 때 결혼하셨습니까?   19   년    월(만    세 때) 

 

취업 경험 

108. 귀하는 이전에 취업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 12[직장에 관한 사항]으로 가시오 

 

109. 귀하는 몇 살 때 첫 직장을 가졌습니까?(만 나이로)    만      세 때 

 

110. [보디카드 1] 귀하는 이전에 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셨습니까?(분류가 어려우면 직접 

기입) 

01) 고위임원직 및 관리자                  02) 전문가 

03) 기술공 및 준전문가                    04) 사무직원 

0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06)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07) 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8) 단순노무직 근로자                     09) 기타(        ) 

 

111. [보디카드 2] 귀하가 주로 일했던 직장은 산업분류가 어디에 속합니까? 

01) 광업            02) 제조업                       03) 전기가스 및 수도업 

04) 건설업          0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립업  06) 숙박 및 음식점업 

07) 운수창고 및 통신업  08) 금융 및 보험업      09)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0) 교육서비스업    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2)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 기타(          ) 

 

직장에 관한 사항 

112. [보디카드 1] 귀하는 지금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직장명과 주소, 전화번호도 기입해 주십시오. 

01) 고위임원직 및 관리자                  02) 전문가 

03) 기술공 및 준전문가                    04) 사무직원 

0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06)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07) 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8) 단순노무직 근로자                     09) 기타(        ) 

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112-1. 귀하의 현 직장에서의 직위는? 

 

113. [보디카드 2] 귀하가 일하시는 직장은 산업분류상 어디에 속합니까? 

01) 광업                02) 제조업                         03) 전기가스 및 수도업 

04) 건설업              0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립업    06) 숙박 및 음식점업 

07) 운수창고 및 통신업  08) 금융 및 보험업       09)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0) 교육서비스업     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2)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 기타(          ) 

 

114. 귀하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규 근로시간 일주일에   시간 초과 근로시간 일주일에   시간 

 

115. 귀하의 현직장에서의 근속년수는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116. 귀하가 일하고 있는 현 직장의 종업원수는 몇 명입니까?           명 

 

117. 귀하의 하루 출퇴근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왕복 합하여)        시간     분 

 

118. 귀하 밑에 부하직원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 120로 가시오 



 

119. 부하직원이 있으면 몇 명입니까?            명 

 

120. 귀하의 한달 평균임금은 얼마입니까?       총         만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비정규직일 경우 연평균소득÷12로 계산) 

 

경제활동 참가과정 및 취업사유 

121. 귀하가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가지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01)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02) 맞벌이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서 

03)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04)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05)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06) 집안일이 싫어서 

07)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08) 여가를 유익하게 보낼 수 있어서 

09)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10) 기타(                          ) 

 

122.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하시게 되었습니까? 

1) 공개채용(신문광고,취업정보지,벽보 등)  2) (교사, 교수 등)추천으로 

3) 연고(기존사원들의 소개 포함)         4) 공공직업소개소(구청등 행정기관 포함)를 통

해 

5) 사설(민건)직업소개소 

6) 학교, 학원의 공공직업소개소(구청 등 행정기관 포함)을 통해 추천으로 

7) 기타(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123. 어떤 기준으로 귀하의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가지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01) 입사시험성적(실기포함)  02) 학교성적      03)용모         04) 성격 

05) 출신학교               06) 면접점수      07) 출신지역    08) 추천자 및 추천기관 

09) 전공분야               10) 자격취득여부  11) 집안 배경   12) 가정환경 

 

직업 교육 

124. 귀하는 귀하가 하시는 일과 관련하여 취업전 연수나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교양교육이나 정신교육을 제외하고) 

1) 있다    2) 없다 → 문 127로 가시오 

 

125. 취업전 연수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교육이었습니까? 

1) 교육기관 

①회사직업훈련원      ②공공직업 훈련기관       ③사설학원  

④민간단체(YMCA 등)  ⑤대학부설 직업교육과정   ⑥기타                  

2) 총교육시간 (단위 : 일)           일 

3) 구체적인 교육내용 (예: 컴퓨터 기본교육 등으로 자세히 기입할 것)                   

 

126. 취업전 받은 직업 교육이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도움이 되었다       2) 조금 도움이 되었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27. 그러면 취업후 연수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교육이었습

니까? 

1) 교육기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 문 129로 

①회사직업훈련원      ②공공직업 훈련기관       ③사설학원  

④민간단체(YMCA 등)  ⑤대학부설 직업교육과정   ⑥기타  

2) 총교육시간 (단위 : 일)           일 

3) 구체적인 교육내용 (예: 컴퓨터 기본교육 등으로 자세히 기입할 것)                   

4) 자금출처 : 기업      % + 근로자       % + 정부       % = (합이 100%가 되도록) 

 

128. 귀하의 취업후 받은 회사에서의 교육이 귀하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 

1) 아주 도움이 되었다       2) 조금 도움이 되었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29. 귀하가 받고 싶은 직업 교육은 무엇입니까?                           

 



노동 조합 

130. 귀하의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 132로 가시오 

 

131. 노조가 있다면 귀하는 노조에 가입했습니까? 

1) 가입했다                     2) 가입하지 않았다 

3) 가입했다가 지금은 탈퇴했다   4) 노조 가입대상이 아니다 

 

132. 노조에 대한 다음 항목들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그런편     그저     그렇지    전혀 

                                   그렇다     이다     그렇다    않은편  그렇지않

다 

1) 노조가 직장내에서 일반 근로자들의 ①····②····③····④····⑤ 

     이익을 향상시켜 준다 

2) 노조가 직장내에서 여성 근로자들의 ①····②····③····④····⑤ 

   이익을 향상시켜 준다 

 

고용관행 및 임금·승진 등 근로조건상의 남녀차별 

133. 다음 항목들은 직장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그런편     그저     그렇지     전혀 
                                  그렇다     이다     그렇다    않은편 그렇지않
다 

응답

1. 나는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
겠다 

①····②····③····④····⑤ 
 

2. 나는 우리 회사에 입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②····③····④····⑤ 

 

3. 같은 내용의 일이라면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도 상관없다 

①····②····③····④····⑤ 
 

4. 나의 일은 내게 능력 발휘
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5. 나위 일은 지루하고 단조롭
다 ①····②····③····④····⑤ 

 

6. 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
람(성취감)을 느낀다 ①····②····③····④····⑤ 

 

 



134. 근무시간 이외에 직장내지 업무관련 회식이나 술자리를 자주 참석하십니까? 

1) 항상 참석   2) 자주 참석    3) 가끔 참석    4) 거의 참석 않함 

 

 

135. 참석하는 경우 얼마나 오래 계십니까? 

1) 끝까지 남는다   2) 중간에 떠난다    3) 얼굴만 잠깐 비췬다 

 

136.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다음과 같은 관행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주십시오 

                               전적으로   그런편     그저     그렇지     전혀 
                                  그렇다     이다     그렇다    않은편 그렇지않
다 

응답

1. 신입사원 선발은 성에 관계
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①····②····③····④····⑤ 

 

2. 동일학력 남녀 신입사원은
성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일
에 배치(전환)된다 

①····②····③····④····⑤ 
 

3.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거의
없다 

①····②····③····④····⑤ 
 

4. 남녀 사원은 성에 상관없이
교육훈련을 받는다 ①····②····③····④····⑤ 

 

5. 우리 직장에서는 남녀간의
승진기회가 공평하게 열려있
다 

①····②····③····④····⑤ 
 

6. 남녀의 정년은 성에 상관없
이 동일하다 ①····②····③····④····⑤ 

 

7. 인원 감축이나 정리해고시
남녀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
게 생각한다 

①····②····③····④····⑤ 
 

8. 인사 고과는 성별에 상관없
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①····②····③····④····⑤ 

 

9. 가족수당 및 부가급부(대부
포함)는 성별에 관계없이 공
정하게 부여된다 

①····②····③····④····⑤ 
 

10. 모성보호(산전휴가,육아 휴
직제도 등)는 잘 지켜지고
있다 

①····②····③····④····⑤ 
 

 

137. 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 140으로 가시오 

 

138. 그러면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2)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 이름만 들어본 정도이다 

 

 

139. 남녀고용평등법이 여성의 취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되었다    2) 다소 도움이 되었다 

3) 영향 없음             4) 다소 부정적          5) 매우 부정적 

 

140. 귀하는 회사에서 성차별로 인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1) 노조              2) 회사내 고충 처리 기구      3) 회사 상사         

4) 노동부 지방사무소 5) 여성단체                   6) 법률상담소 법원 

 

신 인사 제도 

소위 신인사제도란 직군을 종합직과 일반직 또는 관리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채용하고 

업무배치, 이동, 교육, 승진을 달리하는 제도로서, 주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사관리 제도입니다. 

 

141. 귀하의 회사에서는 신인사제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1) 실시되고 있다                       2) 실시되지 않고 있다 → 문 143로 가시오 

3) 모르겠다 → 문 143로 가시오 

 

142. 실시되고 있다면 이 재도가 남녀고용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1)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 전혀 영향이 없다                 4)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5)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43. 신인사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중 어떠한 것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

시겠습니까? (우선순위로 2개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결과적으로 성별 직무분리를 가져왔다 

2) 일반직에서 종합직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 



3) 조직의 이분화 현상을 가져왔다 

4) 여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 

5) 여직원들의 퇴직현상이 심화되었다 

 

☞문 144부터 문 148까지는 여성만 응답하십시오☜ 

직장 성희롱 

144. 귀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 때문에 성적으로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유형의 일이었습니까? 

01) 없다 → 문 147로 가십시오 

02) 언어적 (성희롱적 언사) 

03) 술자리를 강제하거나, 술자리에서 강제로 옆에 않히거나 술따르기를 강요했다 

04) 몸짓, 눈짓으로 성적희롱을 당했다 

05) 음란물(포르노 잡지 등)을 보여주거나 같이 보기를 강요했다 

06) 가슴, 엉덩이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했다 

07) 강제로 키스하거나 애무를 했다      08) 상대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09) 강간을 당했다                      10) 기타 (                          ) 

 

145. 성희롱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46. 귀하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경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다 

2)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3) 다른 동료들과 상의하여 다른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4) 직장 상사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당사자를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5) 고소를 시도했다 

6) 기타(              ) 

 

147. 직장내에서 당하는 성희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예: 사과 및 문책요구 또

는 고소)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영향이 없다 



2) 눈에 띄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라도 직장에서 소외당할 것이다 

3) 배치나 승진, 업무 분장 등에 약간 영향이 있다 

4) 배치나 승진, 업무분장 등에 매우 영향이 있다 

5) 해고의 불이익을당할 것이다 

6) 기타(                          ) 

148.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가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개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01) 필요없음 

02) 여성 경시 의식의 변화를 위해 사원연수과정, 월례조회 등에서 남녀평등의식에 관한 

교육을 한다 

03) 성희롱에 대한 보고서식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배포하고 신규직원 연수시 교육내용에 

포함한다 

04)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피해자의 극복 대처를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게시판 등에 제시한다 

05) 직장내에 성희롱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도록 한다 

06) 여직원회나 노동조합에 성희롱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살ㅒ를 접수하고 상담하도록 한

다 

07)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성희롱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조항을 명기한다 

08) 기타(                                   )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 

 

149. 귀하가 학교에서 배운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고졸자 이상만 응답) 

1. 고졸자   11) 인문계  12) 상업계  13) 공업계  14) 예·체능계  15) 기타        

2. 대졸자   21) 인문사회계  22)경상계  23) 이공계  24) 예·체능계  25)의·약계 

            27) 사범계      28) 기타               

 

150. 학교에서 배운 분야가 지금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1) 아주 도움이 되고 있다    2) 조금 도움이 된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1. 귀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그저 그렇다 

4) 만족(문 153으로)     5) 매우 만족(문 153으로) 

 

 

152. 불만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01) 노력에 비해 수입이 적다            02) 남녀차별에 많이 부딪친다 

03) 직장내 대인관계가 어렵다           04) 일 자체가 많고 힘들다 

05) 적성이 맞지 않으므로               06) 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다 

07) 능력의주가 아니라 정실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져 불만이다 

08) 교육훈련 기회가 적어 직장 들어온 후 개인의 능력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다 

09) 직업환경이 좋지 않다               10) 직장의 장래성이 불투명하다 

11) 일과후 회식 등이 너무 많아서 

 

153. 당신은 직장을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54. 귀하는 언제까지 일을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1) 당장 그만 둘 생각이다 

2) 결혼할 때까지                   3)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4)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5) 정년까지 

6) 나이가 들어 체력이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7) 기타(                     ) 

 

☞문 155부터 문 183까지는 남·여 기혼자만 대답하십시오.  

미혼자는 문 184로 가십시오☜ 

육아·가사실태 

 

155. 일을 하는 동안 주로 누가 가사(밥짓기, 집안청소, 세탁, 각종 공과금처리, 집시설 보수 



등)를 돌봅니까? 

01) 시부모(     %)     02) 친정부모(     %)     03) 형제,자매,친척(     %) 

04) 가정부(     %)     05) 본인(     %)         06) 배우자(     %) 

07) 다른 자녀(     %)  08) 기타        (     %) 

 

 

156. 일을 하면서 가사를 돌보거나, 자년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1) 상당히 어려웠다    2) 약간 어려웠다      3)그저 그랬다 

4) 문제가 없었다      5) 전혀 문제가 없었다 

 

157. 가정부나 파출부를 고용하고 있습니까? 

1) 있다    2) 아니다 → 문 159로 가시오 

 

158. 가정부나파출부를 고용했을 때 지불하는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만원, 월급의     % 

 

159. 일을 하는 동안 주로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까?  (돌보는 시간순으로 두명까지) 

01) 가정탁아              02) 사설 어린이집    03) 공공 어린이집    04) 직장탁아 

05) 친정부모              06) 형제,자매,친척    07) 본인             08) 배우자 

09)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10) 시부모           11) 가정부, 파출부   12) 기타           

13) 아무도 안돌봄         14) 자녀가 없다(비해당) → 문 161로 가시오 

 

160. 자녀를 맡기는데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친,인척이나 가정탁아비도 포함하여) 

월      만원 

 

161. 귀하는 직장탁아와 육아수당 중 어느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육아수당    2) 직장탁아    3) 육아수당이나 직장 탁아 중 선택하게 한다 

 

162. 귀하는 직장 보육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 문 165로 가시오 

 



163.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어느 곳이 좋습니까? 

1) 거주지   2) 직장내   3) 직장근처 

 

 

 

 

 

164. 누가 어느 만큼의 직장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비용을 100%로 할 때) 

회사 근로자 정부 계 

% % % 100%
 

165. 현재 여성근로자에게만 부여하는 육아휴가제를 남성근로자에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전적으로 찬성  2) 대체로 찬성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반대  5) 전적으로 반대 

 

☞문 166번부터 문 167까지는 기혼여성만 대답하십시오.  

기혼남성은 문 184로 가십시오☜ 

가족의 태도 

 

166. 귀하의 배우자는 지금 어떤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직장명 기입)                    

(99.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 → 문 169로 가시오) 

 

167. [보디카드 1] 귀하의 배우자는 그 직장에서 지금 어떤 일에 종사하십니까? 

0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2) 전문가 

03) 기술공 및 준전문가          04) 사무직원 

0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06)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07) 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8) 단순노무직 근로자 

 

168. 귀하 배우자의 한달 평균임금은 얼마입니까?                       만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 비정규직일 경우 연평균소득÷12, 해당업을 경우 0) 



 

169. 귀하가 일하고 계신데 대해 배우자께서는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1) 매우 반대     2) 반대하는 편 

3) 찬성하는 편   4) 매우 찬성 → 문 171로 가시오 

 

 

 

170. 배우자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개만 답해주십시오) 

1) 가사와 육아가 소흘해지므로   2) 자녀교육 때문에 

3) 배우자가 보수적이어서        4) 일에 비해 수입이 적어서 

5) 건강 또는 연령상의 이유로    6) 기타(              ) 

 

17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개만 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2) 맞벌이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서 

3)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4) 여가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5) 취업 의사를 존중해서           6) 직업을 갖는 것이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7) 기타(                ) 

 

172. 귀하가 일하고 계신데 대해 시부모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1) 매우 반대      2) 반대하는 편 

3) 찬성하는 편    4) 매우 찬성 → 문 174로 가시오 

 

173. 시부모님께서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가사와 육아가 소흘해지므로      2) 자녀교육 때문에 

3) 시부모님이 보수적이어서         4) 일에 비해 수입이 적어서 

5) 가사유가의 부담이 시부모님에게 돌아오므로 

6) 기타(              ) 

 



174.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개만 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2) 맞벌이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서 

3)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4) 여가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5) 취업 의사를 존중해서           6) 직업을 갖는 것일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7) 기타(                         ) 

 

175. 귀하가 일하고 계신데 대해 친정부모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1) 매우 반대      2) 반대하는 편 

3) 찬성하는 편    4) 매우 찬성 → 문 177로 가시오 

 

176. 친정부모님께서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2 개만 답해주십시

오)  

1순위 :      2순위 :      

1) 가사와 육아가 소흘해지므로        2) 자녀교육 때문에 

3) 친정부모님이 보수적이어서         4) 일에 비해 수입이 적어서 

5) 가사유가의 부담이 친정부모님에게 돌아오므로 

6) 기타(              ) 

 

177.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개만 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2) 맞벌이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서 

3)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4) 여가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5) 취업 의사를 존중해서           6) 직업을 갖는 것일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7) 기타(                         ) 

 

결혼전·후 직업의 변화 

178. 결혼 전과 결혼 후 직장이 바뀌었습니까? 

1) 바뀌었다   2) 바뀌지 않았다(혹은 결혼후 첫 취업) → 문 184로 가시오 

 

179. 결혼 전에는 어떤 직장을 다녔습니까? (직장명 기입)                          



 

180. [보디카드 1]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습느까? 

0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2) 전문가 

03) 기술공 및 준전문가          04) 사무직원 

0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06)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07) 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8) 단순노무직 근로자 

 

181. 직업을 바꾸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개만 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01) 노력에 비해 수입이 적어서      02) 새 직장이 월급을 많이 줘서 

03) 결혼한 사람은 퇴사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04) 직장내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05) 일 자체가 많고 힘들어서 

06) 전문지식 부족 등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07) 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08) 번번히 승진에서 제외되어서 

09) 교육훈련 기회가 직어 직장 들어온 후 개인의 능력이 전혀 개발되지 않아서 

10)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11) 직장의 장래성이 불투명해서 

12) 배우자가 반대해서              13)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해서 

14) 휴폐업으로                     15) 인원감축으로 

16) 기타(                  ) 

 

182. 바뀐 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따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 184로 가시오 

 

183. 교육을 받았다면 어떤 기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 교육기관 

①회사직업훈련원     ②공공직업훈련기관        ③사설학원 

④민간단체(YMCA등) ⑤대학부설 직업훈련과정   ⑥기타 

2) 총교육기간(단위 : 일)           일 

3) 구체적인 교육내용 (예 : 컴퓨터 기본교육 등으로 자세히 기입할 것)                    



 

 

 

 

 

 

 

 

☞남·여 기혼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취업 촉진책 

다음은 일반적으로 여성이직장을 가질때 겪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184. 취업반 여성이 직장일과 가사·양육의 양립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개만 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01)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02) 탁아비용이 부담스러워서 

03) 파출부나 가정부를 구하기 어려워서  

04) 파출부나 가정부에게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05) 직장일과 가사의 양립이 신체적으로 힘겨워서 

06) 시부모를 돌보아 드릴 수 없어서 

07) 남편 출근시간이나 아이를 등교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어려워서    08) 기타 

 

185.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개만 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저렴한 비용                2) 탁아비용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 

3) 자질을 갖춘 보육사         4) 안전하고 교육적인 시설 

5) 출퇴근 교통수단의 제공     6) 기타 

 

186. 귀하는 탁아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우선 순위대로 2개만 답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국공립 보육시설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 

2) 국공립 보육시설의 질을  높여야 한다 

3) 소득의 차잉에 따라 탁아비용을 차등화 해야 한다 

4) 자녀가 두명 이상일 경우 탁아비용을 감면해주어야 한다 

5) 탁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 

6) 육아 휴직제도의 충실 및 강화를 도모 

7) 기타 

 

187. [보디카드 3]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인력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찬성  찬성하는편  그저그렇다  반대하는편  매우반대 

1) 고용할당제(여성)                ①--------------②--------------③--------------④--------------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②--------------③--------------④--------------⑤ 

3) 재택근로제                     ①--------------②--------------③--------------④--------------⑤ 

4) 기혼여성 재고용 장려제도       ①--------------②--------------③--------------④--------------⑤ 

 

1. 고용할당제 :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행서 잠정적으로 일벙비율의 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
하는 제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가 근로시간대를 자율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여성 근로자가 가
사부담이 덜한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재택근로제 : 근로장소가 특정되지 않거 가정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는
제도 

4.기혼여성 재고용 장려제도 : 여성근로자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육
아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88. 일정비율의 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고용할당제를 실시할 경우 몇 %가 적당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1) 5%이하   2) 5~10%이하   3)  10~20%이하 

4) 20~30%이하 5) 30~50%이하    6) 이제도가 필요없음 

 

189. 고용할당제를 실시한다면 다음 중 어떤 부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 

2) 500인 이상의 기업체 



3) 300인 이상의 기업체 

4) 100인 이상의 기업체 

 

190. 위의 제도가 실시되는 경우 어떠한 제도가 먼저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재택근로재 

3) 기혼여성 재고용 장려제고   4) 고용할당제    5) 기타 

 

191. 귀하의 출퇴근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시부터        시까지 

00) 비해당 : 출퇴근이 자유롭다 

 

19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출퇴근시간대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출근시간대    시   분      퇴근시간대    시    분 

 

193. 재택근로제에 적합한 직종이 개발될 경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받으시겠습니까? 

1) 장기간의 교육이라도 받겠다    2) 단기간의 교육이라면 받겠다 

3) 받을 생각이 없다              4) 기타 

 

☞이하로는 기혼여성만 응답해 주십시오☜ 

194. 퇴직한 후 귀하가 다니던 직장에서 만일 기혼여성 재고용 장려제도를 실시한다면 재

취업하시겠습니까? 

1) 전에 하던 업무가 아닌 단순, 미숙련 업무라도 종사하겠다 

2) 전에 하던 업무메 종사한다면 재취업하겠다 

3) 재취업할 의향이 없다 

 

195. 귀하가 재취업하는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기혼여성 재고용을 위한 사내직업훈련을 실

시할 경우 교육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장기간의 교육이라도 받겠다    2) 단기간의 교육이라면 받겠다 

3) 받을 생각이 없다              4) 기타 

 

196. 귀하가 다니던 직장에서 기혼여성 재고용 장려제도를 실시할 경우 재취업할 때 어떤 



형태로 취업하시겠습니까? 

1) full-time의 정규직으로 

2) part-time의 정규직으로 

3) full-time의 임시직으로 

4) part-time의 임시직으로 

5) part-time 또는 full-time에 관계없이 시한부 고용(3개월, 6개월, 1년)으로 

응답자  성명  직 장  이 름  집 전 화 번 호  

응답자  주소  지 도 원  

조사원  성명  검 증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