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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혼 2 1,020     100.0 100.0

q2 자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1,020     100.0 100.0

q3 소득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 1 427        41.9 41.9

남편만 소득이 있다 2 578        56.7 56.7

아내만 소득이 있다 3 12          1.2 1.2

둘 다 소득이 없다 4 3            .3 .3

1,020     100.0 100.0

q4 가족구성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부와 자녀만 함께 살고 있다 1 895        87.7 87.7

처가(친정) 식구와 함께 살고 있다 2 50          4.9 4.9

본가(시댁) 식구와 함께 살고 있다 3 75          7.4 7.4

1,020     100.0 100.0

문.3 귀댁에서는 누가 소득이 있습니까?

문.4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문.1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문.2 귀하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이하(만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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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처가살이 찬반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처가살이를 할 수 있다 1 640        62.7 62.7

처가살이를 할 수 없다 2 245        24.0 24.0

잘 모르겠다 3 135        13.2 13.2

1,020     100.0 100.0

q6 남편의 가사노동 전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업주부를 하길 원한다 1 322        31.6 31.6

전업주부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 584        57.3 57.3

잘모르겠다 3 114        11.2 11.2

1,020     100.0 100.0

q7 모임빈도 비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처가(친정) 식구 1 403        39.5 39.5

본가(시댁) 식구 2 324        31.8 31.8

비슷하다 3 293        28.7 28.7

1,020     100.0 100.0

문.7 아내와 남편의 식구들 중 어느 식구들과 모임을 자주 갖습니까?
(시댁이나 처가식구들과 한 집에 살 경우에는 함께 사는 식구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5 귀댁에서 만약 경제적 문제나 육아문제로 인해 남편이 처가살이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
겠습니까? (남성의 경우 본인의 처가살이 의사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6 귀댁에서 만약 아내의 수입만으로도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남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의 경우 본인의 전업주부 의사를 응답해 주십시오.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상황을 가정해
서 응답해 주십시오)

2



A1-2012-0002
가정 내 성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조사

q8 자녀 양육 부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처가(친정) 식구 1 618        60.6 60.6

본가(시댁) 식구 2 239        23.4 23.4

비슷하다 3 163        16.0 16.0

1,020     100.0 100.0

q9 "가족 생계는 남자 책임이다 " 라는 말에 대한 동의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동의한다 1 633        62.1 62.1

동의하지 않는다 2 387        37.9 37.9

1,020     100.0 100.0

q10 “가사와 육아는 여자 책임이다” 라는 말에 대한 동의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동의한다 1 307        30.1 30.1

동의하지 않는다 2 713        69.9 69.9

1,020     100.0 100.0

q11 가정내 의사결정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편이 주도하는 편이다 1 357        35.0 35.0

아내가 주도하는 편이다 2 224        22.0 22.0

특별이 주도하는 사람이 없다 3 439        43.0 43.0

1,020     100.0 100.0

문.10 “가사와 육아는 여자 책임이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11 가정 내 주도권(의사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문.9 “가족 생계는 남자 책임이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8 어린 자녀를 아내와 남편의 식구들 중 어디에 맡기는 게 더 편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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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 1 548        53.7 53.7

여 2 472        46.3 46.3

1,020     100.0 100.0

dq2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4 15          1.5 1.5

30대 5 506        49.6 49.6

40대 6 498        48.8 48.8

50대 7 1            .1 .1

1,020     100.0 100.0

dq3 거주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240        23.5 23.6

부산 2 65          6.4 6.4

대구 3 46          4.5 4.5

인천 4 80          7.8 7.9

광주 5 34          3.3 3.3

대전 6 40          3.9 3.9

울산 7 17          1.7 1.7

경기 8 289        28.3 28.4

강원 9 23          2.3 2.3

충북 10 27          2.6 2.7

충남 11 34          3.3 3.3

전북 12 28          2.7 2.8

전남 13 19          1.9 1.9

경북 14 24          2.4 2.4

경남 15 42          4.1 4.1

제주 16 9            .9 .9

무응답 99 3            .3

1,02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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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4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학교 졸업 3 1            .1 .1

중학교 재학 4 3            .3 .3

중학교 졸업 5 1            .1 .1

고등학교 재학 6 177        17.4 17.4

고등학교 졸업 7 7            .7 .7

대학(2,3년제) 재학 8 162        15.9 15.9

대학(2,3년제) 졸업 9 13          1.3 1.3

대학(4년제) 재학 10 522        51.2 51.3

대학(4년제) 졸업 11 15          1.5 1.5

대학원 재학 12 98          9.6 9.6

대학원 졸업 13 10          1.0 1.0

기타(서당, 홈스쿨링 등) 14 9            .9 .9

무응답 99 2            .2

1,020     100.0 100.0

dq5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100만원 1 12          1.2 1.2

100 만원 100 24          2.4 2.4

150 만원 150 62          6.1 6.1

200 만원 200 265        26.0 26.0

300 만원 300 470        46.1 46.1

500 만원 500 141        13.8 13.8

800 만원 800 27          2.6 2.6

1000 만원 1000 19          1.9 1.9

1,020     100.0 100.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