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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임신 및 출산 환경에 대한 조사

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여성 1 2,242     100.0 100.0

q2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혼 1 2,242     100.0 100.0

q3 직장생활 경험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2,242     100.0 100.0

q4 임신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1,184     52.8 52.8

아니오 2 1,058     47.2 47.2

2,242     100.0 100.0

q5 임신기간 중 직장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기업(300명 이상) 1 212        9.5 17.9

중기업(50∼299명) 2 339        15.1 28.6

소기업(1∼49명) 3 633        28.2 53.5

비해당 88 1,058     47.2

2,242     100.0 100.0

문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문2. 귀하는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문3.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직장을 다녀본 적이 있으십니까?
(1명 이상 소기업부터 해당됨, 자영업은 제외)

문4. 현재 임신 중이거나 5년 이내에 임신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5. 임신기간 중 근무한 직장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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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현재 취업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직장을 다니고 있다 1 561        25.0 47.4

직장을 그만 두었다 2 623        27.8 52.6

비해당 88 1,058     47.2

2,242     100.0 100.0

q7 직장을 그만둔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결혼으로 인해 1 86          3.8 13.8

임신으로 인해 2 187        8.3 30.0

육아문제로 인해 3 278        12.4 44.6

학업 등 자기계발을 위해 4 7            .3 1.1

건강상의 이유 5 27          1.2 4.3

기타 6 38          1.7 6.1

비해당 88 1,619     72.2

2,242     100.0 100.0

q8 임신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태아의 안전을 위해(혹시라도 유산될까 봐) 1 99          4.4 53.2

회사 측의 권고사직, 해고 2 24          1.1 12.9

인사고과, 승진 등 불이익 3 1            .0 .5

회사 측에 업무상 부담을 줄까 봐 4 38          1.7 20.4

기타 5 24          1.1 12.9

비해당 88 2,055     91.7

무응답 NA 1            .0

2,242     100.0 100.0

문6. 현재의 취업상태는 어떻습니까?

문7.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8. ‘임신’으로 인해 그만두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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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a 임신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이유: 기타

==> 데이터 참조

q9 임신으로 인한 직장내 스트레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866        38.6 73.1

아니오 2 318        14.2 26.9

비해당 88 1,058     47.2

2,242     100.0 100.0

q10_1 스트레스 이유1: 과로로 인한 유산 두려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03        13.5 35.0

아니다 NA 563        25.1 65.0

비해당 88 1,376     61.4

2,242     100.0 100.0

q10_2 스트레스 이유2: 임신을 달가워하지 않는 동료 때문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2 181        8.1 20.9

아니다 NA 685        30.6 79.1

비해당 88 1,376     61.4

2,242     100.0 100.0

q10_3 스트레스 이유3: 업무에 부담될까 눈치 보여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3 508        22.7 58.7

아니다 NA 358        16.0 41.3

비해당 88 1,376     61.4

2,242     100.0 100.0

문9. 임신으로 인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10.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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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4 스트레스 이유4: 입덧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4 398        17.8 46.0

아니다 NA 468        20.9 54.0

비해당 88 1,376     61.4

2,242     100.0 100.0

q10_5 스트레스 이유5: 임신을 배려하지 않는 문화 (회식자리, 담배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5 342        15.3 39.5

아니다 NA 524        23.4 60.5

비해당 88 1,376     61.4

2,242     100.0 100.0

q10_6 스트레스 이유6: 기타

==> 데이터 참조

q11 임신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363        16.2 30.7

없다 2 821        36.6 69.3

비해당 88 1,058     47.2

2,242     100.0 100.0

q12 직장 내 불이익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발적 퇴사 유도 1 92          4.1 25.3

권고사직 2 57          2.5 15.7

낮은 인사고과 부여 3 61          2.7 16.8

주요업무에서 제외 4 102        4.5 28.1

기타 5 51          2.3 14.0

비해당 88 1,879     83.8

2,242     100.0 100.0

문11. 임신으로 인해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불이익으로는 퇴사 유도, 권고사직,
낮은 인사고과, 원치 않는 업무 배정 등이 있음)

문12. 임신으로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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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퇴사압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연봉 삭감 1 6            .3 6.5

원거리 발령 2 6            .3 6.5

무관부서, 무관업무 배치 3 27          1.2 29.3

상사의 괴롭힘 4 35          1.6 38.0

기타 5 18          .8 19.6

비해당 88 1,879     83.8

무응답 NA 271        12.1

2,242     100.0 100.0

q13_a 퇴사압박: 기타

==> 데이터 참조

q14 직장생활 중 유산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224        10.0 18.9

아니오 2 960        42.8 81.1

비해당 88 1,058     47.2

2,242     100.0 100.0

q15_1 유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1: 직장생활 중 겪는 스트레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48        6.6 66.1

아니다 NA 76          3.4 33.9

비해당 88 2,018     90.0

2,242     100.0 100.0

문14. 직장생활 중 유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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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3. 어떤 식의 퇴사 압박을 받았습니까?

5



A1-2011-0057
직장 내 임신 및 출산 환경에 대한 조사

q15_2 유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2: 가정생활 중 겪는 스트레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2 51          2.3 22.8

아니다 NA 173        7.7 77.2

비해당 88 2,018     90.0

2,242     100.0 100.0

q15_3 유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3: 과도한 물리적 업무 부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3 62          2.8 27.7

아니다 NA 162        7.2 72.3

비해당 88 2,018     90.0

2,242     100.0 100.0

q15_4 유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4: 절박유산 등 건강상의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4 78          3.5 34.8

아니다 NA 146        6.5 65.2

비해당 88 2,018     90.0

2,242     100.0 100.0

q15_5 유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5: 기타

==> 데이터 참조

q16_1 임산부 배려 개선사항1: 임신 관련 휴가 제도 개선 (병가, 연차,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813        36.3 68.7

아니다 NA 371        16.5 31.3

비해당 88 1,058     47.2

2,242     100.0 100.0

문16. 임신부 배려를 위해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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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_2 임산부 배려 개선사항2: 임신을 고려한 업무 재배치 (야간근로자 주간 배치, 과도한 업무량 축소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2 518        23.1 43.8

아니다 NA 666        29.7 56.3

비해당 88 1,058     47.2

2,242     100.0 100.0

q16_3 임산부 배려 개선사항3: 출퇴근 시간 조정 탄력 근무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3 699        31.2 59.0

아니다 NA 485        21.6 41.0

비해당 88 1,058     47.2

2,242     100.0 100.0

q16_4 임산부 배려 개선사항4: 임신부 휴게실 조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4 477        21.3 40.3

아니다 NA 707        31.5 59.7

비해당 88 1,058     47.2

2,242     100.0 100.0

q16_5 임산부 배려 개선사항5: 기타

==> 데이터 참조

q17 향후 자녀를 가질 계획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851        38.0 38.0

없다 2 1,391     62.0 62.0

2,242     100.0 100.0

문17. 앞으로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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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_1 임신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1: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44        24.3 39.1

아니다 NA 847        37.8 60.9

비해당 88 851        38.0

2,242     100.0 100.0

q18_2 임신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2: 직장 내 불이익 우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2 102        4.5 7.3

아니다 NA 1,289     57.5 92.7

비해당 88 851        38.0

2,242     100.0 100.0

q18_3 임신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3: 경제적 형편 때문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3 581        25.9 41.8

아니다 NA 810        36.1 58.2

비해당 88 851        38.0

2,242     100.0 100.0

q18_4 임신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4: 건강 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4 141        6.3 10.1

아니다 NA 1,250     55.8 89.9

비해당 88 851        38.0

2,242     100.0 100.0

q18_5 임신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5: 현재 자녀수로도 충분해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5 828        36.9 59.5

아니다 NA 563        25.1 40.5

비해당 88 851        38.0

2,242     100.0 100.0

문18. 임신을 계획하지 않거나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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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_6 임신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6: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6 49          2.2 3.5

아니다 NA 1,342     59.9 96.5

비해당 88 851        38.0

2,242     100.0 100.0

q19 직장내 불이익이 없다면 자녀출산 계획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낳겠다 1 44          2.0 3.2

그래도 안 낳겠다 2 170        7.6 12.2

당장은 아니지만 고려해 볼 수 있다 3 204        9.1 14.7

해당 사항 없음 4 973        43.4 69.9

비해당 88 851        38.0

2,242     100.0 100.0

dq1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4 125        5.6 5.6

30대 5 1,379     61.5 61.5

40대 6 737        32.9 32.9

60대 이상 8 1            .0 .0

2,242     100.0 100.0

문19. 앞의 문항에서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해 임신을 미루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직장
내 불이익이 없다면,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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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2 거주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595        26.5 26.6

부산 2 135        6.0 6.0

대구 3 104        4.6 4.7

인천 4 147        6.6 6.6

광주 5 57          2.5 2.6

대전 6 74          3.3 3.3

울산 7 46          2.1 2.1

경기 8 618        27.6 27.7

강원 9 59          2.6 2.6

충북 10 60          2.7 2.7

충남 11 68          3.0 3.0

전북 12 55          2.5 2.5

전남 13 34          1.5 1.5

경북 14 66          2.9 3.0

경남 15 88          3.9 3.9

제주 16 28          1.2 1.3

무응답 99 8            .4

2,242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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