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KBS방송문화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직장내 임신 및 출산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직장을 다니거나 다녀본 

적인 있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시사기획‘창’>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

다.  

귀하의 의견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대상: 직장을 다녀본 기혼 여성
 (조사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만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번호 :　A1-2011-0057

  자 료 명 :　직장 내 임신 및 출산 환경에 대한 조사

문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여성

2) 남성 (▶ 설문 종료)

문2. 귀하는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기혼

2) 미혼 ( ▶ 설문종료)

문3.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직장을 다녀본 적이 있으십니까? 

(1명 이상 소기업부터 해당됨, 자영업은 제외)

1) 예 

2) 아니요 ( ▶ 설문종료)

문4. 현재 임신 중이거나 5년 이내에 임신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 ▶ 문17로)

문5. 임신기간 중 근무한 직장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① 대기업(300명 이상)  ② 중기업(50∼299명)  ③ 소기업(1∼49명)

문6. 현재의 취업상태는 어떻습니까? 

1) 직장을 다니고 있다 ( ▶ 문9로)

2) 직장을 그만 두었다



문7.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결혼으로 인해 ( ▶ 9로)

2) 임신으로 인해 

3) 육아문제로 인해     ( ▶ 9로)

4) 학업 등 자기계발을 위해 ( ▶ 9로)

5) 건강상의 이유 ( ▶ 9로)

6) 기타  ( ▶ 9로)  

문8. ‘임신’으로 인해 그만두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태아의 안전을 위해(혹시라도 유산될까 봐)

2) 회사 측의 권고사직, 해고

3) 인사고과, 승진 등 불이익 

4) 회사 측에 업무상 부담을 줄까 봐  

5) 기타 (      )

문9. 임신으로 인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 ▶ 11으로)

 

문10.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과로로 인한 유산 두려움

2) 임신을 달가워하지 않는 동료 때문에

3) 업무에 부담될까 눈치 보여서

4) 입덧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5) 임신을 배려하지 않는 문화 (회식자리, 담배 등)

6) 기타(        )

문11. 임신으로 인해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불이익으로는 퇴사 유도, 권고

사직, 낮은 인사고과, 원치 않는 업무 배정 등이 있음)

1) 있다

2) 없다　 ( ▶14으로 )

문12. 임신으로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1) 자발적 퇴사 유도(연봉삭감, 원거리·무관부서 발령, 괴롭힘 등)

2) 권고사직 ( ▶14로 )

3) 낮은 인사고과 부여 ( ▶14로 )

4) 주요업무에서 제외  ( ▶14로 )

5) 기타 ( ▶14로 )



문13. 어떤 식의 퇴사 압박을 받았습니까?

1) 연봉 삭감 

2) 원거리 발령

3) 무관부서, 무관업무 배치

4) 상사의 괴롭힘

5) 기타(   )

문14. 직장생활 중 유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 ▶ 16으로)

문15. 아래 보기 중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표기해 주세요.

1) 직장생활 중 겪는 스트레스

2) 가정생활 중 겪는 스트레스

3) 과도한 물리적 업무 부담

4) 절박유산 등 건강상의 이유

5) 기타(   )

문16. 임신부 배려를 위해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해

당사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임신 관련 휴가 제도 개선 (병가, 연차,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2) 임신을 고려한 업무 재배치 (야간근로자 주간 배치, 과도한 업무량 축소 등) 

3) 출퇴근 시간 조정 탄력 근무제

4) 임신부 휴게실 조성 

5) 기타(   )  

문17. 앞으로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 

1) 있다  (  ▶ 끝 )

2) 없다

 

문18. 임신을 계획하지 않거나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

오. 

1)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 

2) 직장 내 불이익 우려

3) 경제적 형편 때문에 

4) 건강 문제

5) 현재 자녀수로도 충분해서

6) 기타  



문19. 앞의 문항에서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해 임신을 미루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직장 내 불이익이 없다면,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1) 낳겠다

2) 그래도 안 낳겠다

3) 당장은 아니지만 고려해 볼 수 있다

4) 해당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