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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거주지와 고향 일치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같은 지역이다 1 1,289     42.4       42.4          

다른 지역이다 2 1,753     57.6       57.6          

3,042     100.0     100.0        

q2 추석 연휴 귀향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고향에 간다 1 735        24.2       41.9          

고향에 가지 않는다 2 833        27.4       47.5          

역 귀성(부모가 객지에 있는 자식들을 찾아가는 일)
을 할 계획이다

3 71          2.3         4.1            

아직 모르겠다 4 113        3.7         6.4            

무응답 9 1           0.0         0.1            

비해당 8 1,289     42.4       

3,042     100.0     100.0        

q3 (고향간다면) 출발 날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9월 9일 이전 1 31          1.0         4.2            

9월 9일 (금요일) 2 144        4.7         19.6          

9월 10일 (토요일) 3 204        6.7         27.8          

9월 11일 (일요일) 4 188        6.2         25.6          

9월 12일 (월요일-추석당일) 5 151        5.0         20.5          

9월 13일 이후 6 5           0.2         0.7            

잘 모르겠다 7 12          0.4         1.6            

비해당 8 2,307     75.8       

3,042     100.0     100.0        

[문 1] 현재 거주지와 고향이 같은 지역입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문 2] 그렇다면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갈 예정입니까?

[문 3] 고향에 간다면 언제 출발할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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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고향간다면) 돌아오는 날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9월 12일 (월요일) 이전 (추석 당일 이전) 1 28          0.9         3.8            

9월 12일 (월요일-추석 당일) 2 305        10.0       41.8          

9월 13일 (화요일) 3 295        9.7         40.4          

9월 13일 (화요일) 이후 4 83          2.7         11.4          

잘 모르겠다 5 19          0.6         2.6            

비해당 8 2,312     76.0       

3,042     100.0     100.0        

q5_1 명절에 격세지감을 느낄때1: 친정에 먼저 가겠다고 말하는 며느리를 볼 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52     87.2       87.2          

그렇다 1 390        12.8       12.8          

3,042     100.0     100.0        

q5_2 명절에 격세지감을 느낄때2: 귀성보다 해외여행에 신경쓰는 사람들을 볼 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552     51.0       51.0          

그렇다 1 1,490     49.0       49.0          

3,042     100.0     100.0        

[문 4] 고향에서 현재 거주지로 돌아오는 날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 5] 명절에 격세지감('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1) 며느리가 "이번 명절엔 친정에 먼저 갔다가, 시 엔 추석 아침에 갈게요" 할 때

[문 5] 명절에 격세지감('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2) 귀성 차표 구하기 바쁜 게 아니라, 해외여행 티켓 구하기 바쁜 사람들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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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3 명절에 격세지감을 느낄때3: 며느리가 제수음식을 만들지 않고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580     84.8       84.8          

그렇다 1 462        15.2       15.2          

3,042     100.0     100.0        

q5_4 명절에 격세지감을 느낄때4: 아들이 자연스럽게 며느리 옆에서 전 부칠 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10     85.8       85.8          

그렇다 1 432        14.2       14.2          

3,042     100.0     100.0        

q5_5 명절에 격세지감을 느낄때5: 서른넘은 친척중 기혼보다 미혼이 훨씬 많을 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423     79.7       79.7          

그렇다 1 619        20.3       20.3          

3,042     100.0     100.0        

q5_6 명절에 격세지감을 느낄때6: 명절음식 없어서가 아니라 질려서 못먹는다 말할 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07     85.7       85.7          

그렇다 1 435        14.3       14.3          

3,042     100.0     100.0        

[문 5] 명절에 격세지감('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3) 며느리가 제사음식 자기가 다 준비한다더니, 인터넷에서 주문한 제수음식 세트가 도착할 때

[문 5] 명절에 격세지감('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4) 아들이 자연스럽게 며느리 옆에서 전을 뒤집고 있을 때

[문 5] 명절에 격세지감('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5) 서른 넘은 친척 중에, 결혼한 사람보다 싱글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을 때

[문 5] 명절에 격세지감('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6) 명절음식.. "없어서 못먹는다" 가 아니라 "질려서 못먹는다" 소리 나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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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7 명절에 격세지감을 느낄때7: 명절선물을 직접 가지고 오지 않고 택배로 보낼 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28     86.4       86.4          

그렇다 1 414        13.6       13.6          

3,042     100.0     100.0        

q5_8 명절에 격세지감을 느낄때8: 외국인 며느리가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786     91.6       91.6          

그렇다 1 256        8.4         8.4            

3,042     100.0     100.0        

q5_9 명절에 격세지감을 느낄때9: 아이들이 pc방 또는 휴대폰으로 놀고 있을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004     65.9       65.9          

그렇다 1 1,038     34.1       34.1          

3,042     100.0     100.0        

q5_10 명절에 격세지감을 느낄때10: 시댁에 가는 선물과 친정에 가는 선물이 똑같을 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927     96.2       96.2          

그렇다 1 115        3.8         3.8            

3,042     100.0     100.0        

[문 5] 명절에 격세지감('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7) 명절 선물을 직접 들고 오는 게 아니라, 택배 기사가 배달해 줄 때

[문 5] 명절에 격세지감('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8) 외국인 며느리가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문 5] 명절에 격세지감('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9) 아이들이 얼굴 맞 고 놀지 않고, pc방에 가거나 휴  전화기를 문 면서 놀고있을 때

[문 5] 명절에 격세지감('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10) 시 에 가는 선물과 친정에 가는 선물이 똑같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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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11 명절에 격세지감을 느낄때11: 특별히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83     88.2       88.2          

그렇다 1 359        11.8       11.8          

3,042     100.0     100.0        

q5_12 명절에 격세지감을 느낄때12: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002     98.7       98.7          

그렇다 1 40          1.3         1.3            

3,042     100.0     100.0        

q5_12t 명절에 격세지감을 느낄때12: 기타 (text)

==> 상세값은 데이터 참조.

q6_1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 강동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28     93.0       93.0          

그렇다 1 214        7.0         7.0            

3,042     100.0     100.0        

[문 5] 명절에 격세지감('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11) 특별히 없다

[문 5] 명절에 격세지감('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12) 기타

[문 5] 명절에 격세지감('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12) 기타 (text)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1) 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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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2: 고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88     88.4       88.4          

그렇다 1 354        11.6       11.6          

3,042     100.0     100.0        

q6_3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3: 박시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748     90.3       90.3          

그렇다 1 294        9.7         9.7            

3,042     100.0     100.0        

q6_4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4: 박유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80     94.7       94.7          

그렇다 1 162        5.3         5.3            

3,042     100.0     100.0        

q6_5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5: 배용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44     93.5       93.5          

그렇다 1 198        6.5         6.5            

3,042     100.0     100.0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2) 고수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3) 박시후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4) 박유천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6)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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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6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6: 소지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741     90.1       90.1          

그렇다 1 301        9.9         9.9            

3,042     100.0     100.0        

q6_7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7: 송승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64     94.1       94.1          

그렇다 1 178        5.9         5.9            

3,042     100.0     100.0        

q6_8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8: 엄태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365     77.7       77.7          

그렇다 1 677        22.3       22.3          

3,042     100.0     100.0        

q6_9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9: 원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85     88.3       88.3          

그렇다 1 357        11.7       11.7          

3,042     100.0     100.0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6) 소지섭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7) 송승헌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8) 엄태웅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9) 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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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10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0: 이동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917     95.9       95.9          

그렇다 1 125        4.1         4.1            

3,042     100.0     100.0        

q6_11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1: 이민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919     96.0       96.0          

그렇다 1 123        4.0         4.0            

3,042     100.0     100.0        

q6_12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2: 이병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912     95.7       95.7          

그렇다 1 130        4.3         4.3            

3,042     100.0     100.0        

q6_13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3: 이승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900     62.5       62.5          

그렇다 1 1,142     37.5       37.5          

3,042     100.0     100.0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10) 이동욱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11) 이민호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12) 이병헌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13) 이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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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14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4: 이태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948     96.9       96.9          

그렇다 1 94          3.1         3.1            

3,042     100.0     100.0        

q6_15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5: 정우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87     94.9       94.9          

그렇다 1 155        5.1         5.1            

3,042     100.0     100.0        

q6_16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6: 정지훈 (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950     97.0       97.0          

그렇다 1 92          3.0         3.0            

3,042     100.0     100.0        

q6_17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7: 조인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23     86.2       86.2          

그렇다 1 419        13.8       13.8          

3,042     100.0     100.0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14) 이태곤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15) 정우성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16) 비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17) 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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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18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8: 지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61     87.5       87.5          

그렇다 1 381        12.5       12.5          

3,042     100.0     100.0        

q6_19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9: 하정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921     96.0       96.0          

그렇다 1 121        4.0         4.0            

3,042     100.0     100.0        

q6_20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20: 현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475     81.4       81.4          

그렇다 1 567        18.6       18.6          

3,042     100.0     100.0        

q7_1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 공효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76     88.0       88.0          

그렇다 1 366        12.0       12.0          

3,042     100.0     100.0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18) 지성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19) 하정우

[문 6] 결혼 연령기의 딸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사윗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입니
까?
20) 현빈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1) 공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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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2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2: 구혜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747     90.3       90.3          

그렇다 1 295        9.7         9.7            

3,042     100.0     100.0        

q7_3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3: 김선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88     88.4       88.4          

그렇다 1 354        11.6       11.6          

3,042     100.0     100.0        

q7_4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4: 김정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91     95.0       95.0          

그렇다 1 151        5.0         5.0            

3,042     100.0     100.0        

q7_5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5: 김태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405     79.1       79.1          

그렇다 1 637        20.9       20.9          

3,042     100.0     100.0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2) 구혜선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3) 김선아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4) 김정은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5)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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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6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6: 김하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78     88.0       88.0          

그렇다 1 364        12.0       12.0          

3,042     100.0     100.0        

q7_7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7: 김혜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936     96.5       96.5          

그렇다 1 106        3.5         3.5            

3,042     100.0     100.0        

q7_8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8: 문근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511     82.5       82.5          

그렇다 1 531        17.5       17.5          

3,042     100.0     100.0        

q7_9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9: 박민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85     94.8       94.8          

그렇다 1 157        5.2         5.2            

3,042     100.0     100.0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6) 김하늘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7) 김혜수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8)문근영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9)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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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10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0: 손예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712     89.2       89.2          

그렇다 1 330        10.8       10.8          

3,042     100.0     100.0        

q7_11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1: 송혜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28     93.0       93.0          

그렇다 1 214        7.0         7.0            

3,042     100.0     100.0        

q7_12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2: 신민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72     94.4       94.4          

그렇다 1 170        5.6         5.6            

3,042     100.0     100.0        

q7_13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3: 신세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43     93.5       93.5          

그렇다 1 199        6.5         6.5            

3,042     100.0     100.0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10) 손예진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11) 송혜교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12) 신민아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13) 신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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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14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4: 윤은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900     95.3       95.3          

그렇다 1 142        4.7         4.7            

3,042     100.0     100.0        

q7_15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5: 이민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668     87.7       87.7          

그렇다 1 374        12.3       12.3          

3,042     100.0     100.0        

q7_16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6: 장서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947     96.9       96.9          

그렇다 1 95          3.1         3.1            

3,042     100.0     100.0        

q7_17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7: 최강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743     90.2       90.2          

그렇다 1 299        9.8         9.8            

3,042     100.0     100.0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14) 윤은혜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15) 이민정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16) 장서희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17) 최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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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18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8: 최지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73     94.4       94.4          

그렇다 1 169        5.6         5.6            

3,042     100.0     100.0        

q7_19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19: 한예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940     96.6       96.6          

그렇다 1 102        3.4         3.4            

3,042     100.0     100.0        

q7_20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20: 한효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216     72.8       72.8          

그렇다 1 826        27.2       27.2          

3,042     100.0     100.0        

q7_21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21: 황정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39     93.3       93.3          

그렇다 1 203        6.7         6.7            

3,042     100.0     100.0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18) 최지우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19) 한예슬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20) 한효주

[문 7] 결혼 연령기의 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며느릿감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배우는 누구
입니까?
21) 황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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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결혼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1,906     62.7       62.7          

아니오 2 1,136     37.3       37.3          

3,042     100.0     100.0        

q9 [미혼] 결혼시 배우자와 가사노동 분담 계획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내가 전담했으면 한다 1 21          0.7         1.8            

내가 주로 맡고 배우자가 약간씩 참여했으면 한다 2 133        4.4         11.7          

나와 배우자가 서로 비슷하게 분담했으면 한다 3 751        24.7       66.1          

배우자가 주로 맡고 내가 약간씩 참여했으면 한다 4 203        6.7         17.9          

배우자가 전담했으면 한다 5 28          0.9         2.5            

비해당 8 1,906     62.7       

3,042     100.0     100.0        

q10 [기혼] 맞벌이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782        25.7       41.0          

아니오 2 1,124     36.9       59.0          

비해당 8 1,136     37.3       

3,042     100.0     100.0        

q11 [기혼] (맞벌이일 경우) 부부 중 수입이 더 많은 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 1 370        12.2       47.3          

배우자 2 367        12.1       46.9          

잘 모르겠다 3 45          1.5         5.8            

비해당 8 2,260     74.3       

3,042     100.0     100.0        

[문 8] 현재 결혼하셨습니까?

[문 9] 향후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사노동은 어떻게 분담하기를 원하십니까?

[문 10] 현재 현재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문 11] 실례지만, 부부 중 누구의 수입이 더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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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기혼] 평소 배우자와 가사노동 분담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내가 전담한다 1 442        14.5       23.2          

내가 주로 맡고 배우자가 약간씩 참여한다 2 411        13.5       21.6          

나와 배우자가 서로 비슷하게 분담하다 3 273        9.0         14.3          

배우자가 주로 맡고 내가 약간씩 참여한다 4 640        21.0       33.6          

배우자가 전담한다 5 140        4.6         7.3            

비해당 8 1,136     37.3       

3,042     100.0     100.0        

q13 [기혼] 올 추석에 음식준비, 차례상 차리기 등 가사노동 담당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내가 전담할 것이다 1 498        16.4       26.1          

내가 주로 맡고 배우자가 약간씩 참여할 것이다 2 353        11.6       18.5          

나와 배우자가 서로 비슷하게 분담할 것이다 3 206        6.8         10.8          

배우자가 주로 맡고 내가 약간씩 참여할 것이다 4 670        22.0       35.2          

배우자가 전담할 것이다 5 179        5.9         9.4            

비해당 8 1,136     37.3       

3,042     100.0     100.0        

q14 [기혼] 평소 가사노동에 투자하는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0분 미만 1 362        11.9       19.0          

30분 이상 1시간 미만 2 448        14.7       23.5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3 431        14.2       22.6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4 356        11.7       18.7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5 150        4.9         7.9            

[문 12] 평소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

[문 13] 올 추석에 명절 음식준비, 차례상 차리기 등 가사노동은 누가 담당할 예정입니까?

[문 14] 평소 본인이 가사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은 략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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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6 74          2.4         3.9            

5시간 이상 7 85          2.8         4.5            

비해당 8 1,136     37.3       

3,042     100.0     100.0        

q15_1 [기혼]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1: 육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469     48.3       77.1          

그렇다 1 437        14.4       22.9          

비해당 8 1,136     37.3       

3,042     100.0     100.0        

q15_2 [기혼]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2: 요리, 식사준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898        29.5       47.1          

그렇다 1 1,008     33.1       52.9          

비해당 8 1,136     37.3       

3,042     100.0     100.0        

q15_3 [기혼]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3: 설거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99        19.7       31.4          

그렇다 1 1,307     43.0       68.6          

비해당 8 1,136     37.3       

3,042     100.0     100.0        

[문 15] 다음 중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은 무엇입니까?
1) 육아

[문 15] 다음 중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은 무엇입니까?
2) 요리, 식사준비

[문 15] 다음 중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은 무엇입니까?
3) 설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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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_4 [기혼]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4: 청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38        14.4       23.0          

그렇다 1 1,468     48.3       77.0          

비해당 8 1,136     37.3       

3,042     100.0     100.0        

q15_5 [기혼]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5: 빨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880        28.9       46.2          

그렇다 1 1,026     33.7       53.8          

비해당 8 1,136     37.3       

3,042     100.0     100.0        

q15_6 [기혼]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6: 집안수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066     35.0       55.9          

그렇다 1 840        27.6       44.1          

비해당 8 1,136     37.3       

3,042     100.0     100.0        

[문 15] 다음 중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은 무엇입니까?
4) 청소

[문 15] 다음 중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은 무엇입니까?
5) 빨래

[문 15] 다음 중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은 무엇입니까?
6) 집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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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_7 [기혼]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7: 장보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801        26.3       42.0          

그렇다 1 1,105     36.3       58.0          

비해당 8 1,136     37.3       

3,042     100.0     100.0        

q15_8 [기혼]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8: 보기 모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757     57.8       92.2          

그렇다 1 149        4.9         7.8            

비해당 8 1,136     37.3       

3,042     100.0     100.0        

q15_9 [기혼]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9: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881     61.8       98.7          

그렇다 1 25          0.8         1.3            

비해당 8 1,136     37.3       

3,042     100.0     100.0        

[문 15] 다음 중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은 무엇입니까?
7) 장보기

[문 15] 다음 중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은 무엇입니까?
8) 보기 모두

[문 15] 다음 중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은 무엇입니까?
9)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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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_10 [기혼]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10: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884     61.9       98.8          

그렇다 1 22          0.7         1.2            

비해당 8 1,136     37.3       

3,042     100.0     100.0        

q15_10t [기혼]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10: 기타 (text)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020     99.3       99.3          

각종 쓰레기 버리기 1           0.0         0.0            

건물 밖에 청소 및 수리 등 1           0.0         0.0            

남자가 부담해야 할 일이나 아내를 도와줘야 할 것은
다 한다

1           0.0         0.0            

남편 뒤치다꺼리 1           0.0         0.0            

당연히 여자가 해야하는 일이라 여기고 불만은 전혀
없다. 지극히 정상이라 생각 되니까,..

1           0.0         0.0            

등산..등 운동후 입었던 의류 1           0.0         0.0            

마당 풀뽑기 1           0.0         0.0            

무응답 1           0.0         0.0            

바깥일도 거의 내가 본다. 남편이 시간이 없어서 직
장관계로..

1           0.0         0.0            

밭과논의 각종농사일이다 1           0.0         0.0            

성인3명사는 살림 먹는거말고는 그리큰일이없고 마
루닦는게 힘들어서 있을때 도와줍니다.

1           0.0         0.0            

시어머니 비위맞추기? 1           0.0         0.0            

아내가 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
는 편임.

1           0.0         0.0            

아이들 교육 1           0.0         0.0            

운전기사다 1           0.0         0.0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기 1           0.0         0.0            

[문 15] 다음 중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은 무엇입니까?
10) 기타

[문 15] 다음 중 평소 본인이 참여하는 가사노동은 무엇입니까?
10) 기타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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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뽑기 집짓는데 데모도 펜션청소 1           0.0         0.0            

정원관리, 반려동물 돌보기 1           0.0         0.0            

집 마당과 뒤 텃밭 풀 뽑기 1           0.0         0.0            

텃밭농사, 전기공사, 기타잡다한 남자들의 일 1           0.0         0.0            

혼자 생활함 1           0.0         0.0            

흔치 않치만 나머지 보기도 조금함. 1           0.0         0.0            

3,042     100.0     100.0        

q16 가사노동 중 남자가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항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육아 1 31          1.0         1.0            

요리,식사준비 2 95          3.1         3.1            

설거지 3 178        5.9         5.9            

청소 4 513        16.9       16.9          

빨래 5 67          2.2         2.2            

집안수리 6 1,897     62.4       62.4          

장보기 7 79          2.6         2.6            

보기 모두 8 90          3.0         3.0            

없다 9 73          2.4         2.4            

기타 10 19          0.6         0.6            

3,042     100.0     100.0        

q16t 가사노동 중 남자가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항목: 기타 (text)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023     99.4       99.4          

76세이니까... 1           0.0         0.0            

개인적 성향 1           0.0         0.0            

굳이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없을 것 같다. 1           0.0         0.0            

글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1           0.0         0.0            

남자의성격에따라다름 1           0.0         0.0            

[문 16] 가사노동 중 남자가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문 16] 가사노동 중 남자가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기타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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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0.0         0.0            

베란다나 욕실청소 1           0.0         0.0            

분재가꾸기.정원손질 1           0.0         0.0            

불리수거 .음식물쓰레기.정도 1           0.0         0.0            

빨래, 청소, 집안수리정도.. 1           0.0         0.0            

사람마다 달라서 1           0.0         0.0            

사람에 따라 다르지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1           0.0         0.0            

사람에따라 다르다 1           0.0         0.0            

설거지 청소 빨래 1           0.0         0.0            

손이 닿는다면 무었이든 돕겠다 1           0.0         0.0            

아마 집안 유지관리하는 일이나 단순 청소같은것일
것임

1           0.0         0.0            

위에 모두 다 1           0.0         0.0            

육아를 제외한 전부 1           0.0         0.0            

전담은 어려워도 도우미 역할은 모두 해당된다고 봄. 1           0.0         0.0            

3,042     100.0     100.0        

q17 가사노동 중 여자가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항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육아 1 857        28.2       28.2          

요리,식사준비 2 1,166     38.3       38.3          

설거지 3 115        3.8         3.8            

청소 4 102        3.4         3.4            

빨래 5 147        4.8         4.8            

집안수리 6 11          0.4         0.4            

장보기 7 423        13.9       13.9          

보기 모두 8 171        5.6         5.6            

없다 9 35          1.2         1.2            

기타 10 14          0.5         0.5            

무응답 99 1           0.0         0.0            

3,042     100.0     100.0        

[문 17] 가사노동 중 여자가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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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t 가사노동 중 여자가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항목: 기타 (text)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028     99.5       99.5          

거정주부 육아외에도 가사노동 정말 많다. 1           0.0         0.0            

굳이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없을 것 같다. 1           0.0         0.0            

다~ 1           0.0         0.0            

모두다 여자가 더 잘 함 1           0.0         0.0            

뭐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           0.0         0.0            

사람마다 다를 듯 1           0.0         0.0            

사람마다 다르다? 1           0.0         0.0            

설거지 청소 빨래 요리 식사준비 1           0.0         0.0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인듯 1           0.0         0.0            

여자는 살림의 사람 1           0.0         0.0            

육아 요리 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장보기 1           0.0         0.0            

음식 만드는것과 육아는 여자가 해야 되겠지요 1           0.0         0.0            

이전 항목과 같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1           0.0         0.0            

집안수리외모두 1           0.0         0.0            

3,042     100.0     100.0        

q18 남자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남자들이 가사노동에 참여
해야 한다

1 2,207     72.6       72.6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한해 남자들이 가사노동에 참
여해야 한다

2 758        24.9       24.9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가사노동은 여자들이 해야
한다

3 77          2.5         2.5            

3,042     100.0     100.0        

[문 17] 가사노동 중 여자가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기타 (text)

[문 18] 남자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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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남자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면) 그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사노동은 혼자서 감당하기 벅차므로 1 461        15.2       20.9          

가사노동은 부부의 공동 책임이므로 2 1,072     35.2       48.6          

가사노동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으므로

3 119        3.9         5.4            

가사노동 분담은 가족간의 친밀감을 높이므로 4 546        17.9       24.7          

기타 5 9           0.3         0.4            

비해당 8 835        27.4       

3,042     100.0     100.0        

q19t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남자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면) 그 이유: 기타 (text)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033     99.7       99.7          

가사노동은 정신건강상 좋다. 집안청소 후에 말끔하
고 정리된 분위기는 스트레스 해소에 제일임

1           0.0         0.0            

가사노동은 혼자서 감당하기 벅차므로 1           0.0         0.0            

가사노동이 지루하고 표시안나는 그러나 꼭필요한
노동이라는 고통을 이해하는 방법이니까

1           0.0         0.0            

누군가 전담한다면 너무 안스럽지 않나요? 1           0.0         0.0            

반드시 해야 한다는것 보다 각 부부의 사정에 맞게.. 1           0.0         0.0            

보기의 선택의 폭이 좀아서 어쩔 수 없이 상관없이
남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는데... 부부는 서로 협력
하는 관계라 생각하구요 남자가 벌면 여자가 주로 가
사활동을 하고 남편이 형편이 되는 로 도와주고 여
자가 돈을 벌면 남자가 가사활동을 주로 하고 여자가
조금씩 도와야 겠죠? 그리고 맞벌이면 서로 동등하
게 분담해야죠...

1           0.0         0.0            

사랑하는 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비로
소

1           0.0         0.0            

[문 19]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남자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문 19]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남자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 기타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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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인 이념으로 조선중기와 후기 시기부터 남자
는 정지출입을 안하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나라 고유
사상은 남녀차별이 없었다.중국에서 말하는 연개소
문의 여동생이 유명한 장수였는데 성리학인지 뭔지
가 탈색한 것이다.신사임당도 처음 시어머니를 뵌 것
은 더 이상 기력이 없게 되자 쇳  물려받으려고 시

에 들어간 거다. 지금으로 말하면 못된 며느리이
다.

1           0.0         0.0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또 공동이고 꼭 여자
만 하라는 이유도 없고 결혼을 했으면 한 가족인데
여자한테만 무조건 가사노동을 하라는 말은 이제 옛
날말! 남자도 주부가 될 수 있다

1           0.0         0.0            

3,042     100.0     100.0        

q20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가사노동은 여자들이 해야 한다면) 그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사노동은 전통적으로 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1 18          0.6         23.4          

가사노동은 여자가 선천적으로 더 잘하기 때문에 2 14          0.5         18.2          

남자는 생계부양을 위해 직장일에 전념해야 하므로 3 37          1.2         48.1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권위를 위해 4 6           0.2         7.8            

기타 5 2           0.1         2.6            

비해당 8 2,965     97.5       

3,042     100.0     100.0        

q20t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가사노동은 여자들이 해야 한다면) 그 이유: 기타 (text)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040     99.9       99.9          

안 주인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기때문에 1           0.0         0.0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1           0.0         0.0            

3,042     100.0     100.0        

[문 20]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가사노동은 여자들이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20]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가사노동은 여자들이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타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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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성 1 1,645     54.1       54.1          

여성 2 1,397     45.9       45.9          

3,042     100.0     100.0        

q22 [남자] 아내 수입이 충분하다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할 의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할 의향이 있다 1 627        20.6       38.1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할 의향이 없다 2 716        23.5       43.5          

잘 모르겠다 3 302        9.9         18.4          

비해당 8 1,397     45.9       

3,042     100.0     100.0        

q23 [남자] 가사노동을 전담할 의향이 있는 아내의 수입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0만원 이상 1 72          2.4         11.5          

300만원 이상 2 136        4.5         21.7          

400만원 이상 3 108        3.6         17.2          

500만원 이상 4 169        5.6         27.0          

600만원 이상 5 51          1.7         8.1            

700만원 이상 6 23          0.8         3.7            

800만원 이상 7 20          0.7         3.2            

900만원 이상 8 2           0.1         0.3            

1,000만원 이상 9 46          1.5         7.3            

비해당 88 2,415     79.4       

3,042     100.0     100.0        

[문 21]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문 22] 아내의 수입만으로도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직장생활이나 개
인사업 신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 23] 그렇다면 아내의 월 수입이 얼마 이상이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할 의향이 있
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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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남자]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할 의향이 없는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사회생활이 가사노동보다 가치있게 느껴져서 1 129        4.2         18.0          

남자가 전업주부를 하는 것은 무능력해 보여서 2 199        6.5         27.8          

이루고 싶은 사회적 목표나 포부가 있어서 3 222        7.3         31.0          

맞벌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가계수입을 올리
기 위해서

4 139        4.6         19.4          

기타 5 26          0.9         3.6            

무응답 9 1           0.0         0.1            

비해당 8 2,326     76.5       

3,042     100.0     100.0        

q24t [남자]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할 의향이 없는 이유: 기타 (text)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016     99.1       99.1          

가사노동보다 사회생활을 더 잘항수 있다 1           0.0         0.0            

가사노동아내보다못할것같아서 1           0.0         0.0            

가사노동이 사회생활보다 더힘들것같아서 1           0.0         0.0            

가사를 도울수는 있으나 수입때문에 입장이 전도되
는게 싫어서

1           0.0         0.0            

가사일이 훨씬 귀찮고, 해도 표시가 나지 않으므로 1           0.0         0.0            

남자가 전업주부를 하는 것은 문능력해 보여서 1           0.0         0.0            

남자의 사회적 성취 욕구가 집안보다는 외적인 성
향들이 크기 때문에

1           0.0         0.0            

다른것은 다할수있는데 음식은 할줄몰라서 1           0.0         0.0            

더많은 가계수입이 아니라 서로가 하는일에 좀더 나
누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으니까

1           0.0         0.0            

동방예의 국가에서 유교 사상이 농후 해서 1           0.0         0.0            

무엇이든지 한가지에 집착하게 되면 장점 보다는 단
점이 부각 될 수 도 있으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을
해야지만 된다는 의미라고 봐도 될 듯 합니다

1           0.0         0.0            

[문 24]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24]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타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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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관없다고 생각되지만 아무리 세상이 달라
졌다 해도 한국에서 한국남자는 집보다 밖에서 일을
하는게 당연지사로 여겨지기때문입니다...집에있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습니까???

1           0.0         0.0            

사회생활로 인한 인관계 유지 1           0.0         0.0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사일도 병행해야 더욱더 열심
히 양쪽을 모두 다 잘할 수 있을것 같아서

1           0.0         0.0            

세  차이 1           0.0         0.0            

소일거리라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1           0.0         0.0            

아내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몇일 씩 가사노동을 전
담 해보니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서...

1           0.0         0.0            

여자가 가사업무를 전담하게 된 연유를 이해하지 못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혼 자체가 제한 되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은 쌍방의 생존과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가기 위한 것인
데, 너무 모르고 편하게 살려고만 하는 것 같다.

1           0.0         0.0            

옛부터 남자는 노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           0.0         0.0            

외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1           0.0         0.0            

일이 없는 주부의 활동 무 까지 잃게 한다면 건강에
저해 요소

1           0.0         0.0            

전업주부 역할을 못할거 같아서 1           0.0         0.0            

전업주부인 부인이 있는데 내가 전업주부를 할 필요
가 없다

1           0.0         0.0            

정년퇴직을 하였으며, 나이가 많아서 1           0.0         0.0            

정말 가사노동은 어렵다 그래서 전업주부는 자신이
없다

1           0.0         0.0            

할수있는 능력의 한계 (노령)  1           0.0         0.0            

3,042     100.0     100.0        

q25 [여자] 본인 수입만으로 충분하다면 남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기를 원한다 1 171        5.6         12.2          

남편이 가사노동을 보다 많이 분담해주기를 원하지
만 남편이 전업주부를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2 1,123     36.9       80.4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 3 51          1.7         3.7            

잘 모르겠다 4 52          1.7         3.7            

비해당 8 1,645     54.1       

3,042     100.0     100.0        

[문 25] 본인의 수입만으로도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남편분께서 전업
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기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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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여자]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전혀 원하지 않는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수입에 관계없이 남자라면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좋
아 보여서

1 852        28.0       72.6          

남편에게 가사노동을 맡기기엔 미덥지 않아서 2 105        3.5         8.9            

남편의 간섭이나 잔소리가 늘어날 것 같아서 3 100        3.3         8.5            

사회 통념상 주변의 이목이나 시선이 신경쓰여서 4 76          2.5         6.5            

기타 5 40          1.3         3.4            

무응답 9 1           0.0         0.1            

비해당 8 1,868     61.4       

3,042     100.0     100.0        

q26t [여자]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전혀 원하지 않는 이유: 기타 (text)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002     98.7       98.7          

가부장적이어서 가사일을 하면 안되는걸로 생각한
다.내가 아파서 죽게되도 내가 한다.

1           0.0         0.0            

가사노동은 공동책임이라 생각하기에 벌이에 상관없
이 나누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0.0         0.0            

가사노동은 혼자만 하는것이 아니니까. 같이 분배해
야한다.

1           0.0         0.0            

가사는 부부공동이 함께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0.0         0.0            

가사문제에 남녀차별을 없애자고 해놓고 내 남편이
전업주부가 되는 건 웃기니까

1           0.0         0.0            

가사의 전담은 남녀를 떠나서 힘들다. 1           0.0         0.0            

가족은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1           0.0         0.0            

가족의 일을 다같이 하면 가족간의 사랑과 유 가 더
커질거라고 생각해서

1           0.0         0.0            

같이 돈을 벌어야한다고 생각함 1           0.0         0.0            

남녀 구분없이 자신의 일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1           0.0         0.0            

[문 26]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26]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타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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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상관없이 자신의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1           0.0         0.0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여자는 여자로
서의 역할에 충실하되 서로를 돕는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요즘은 남녀 평등은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해
주면서 능력의 댓가를 평등하게 하는것이지 남자의
역왈 여자의 역활을 똑같이 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1           0.0         0.0            

남자든 여자든 사회활동을 하는것이 더 발전적이기
때문에

1           0.0         0.0            

남편과 아내를 막론하고 건강하면 돈을 벌어야 한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1           0.0         0.0            

남편도 자신이 하고싶은 일이 있을것이기 때문에 1           0.0         0.0            

남편의 사회적 체면 1           0.0         0.0            

남편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 1           0.0         0.0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한다. 그것이 전업주
부라면 받아들이겠다.

1           0.0         0.0            

내가 벌 수 있더라도 남편 직업이 없으면 불안하다 1           0.0         0.0            

누구든 자기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0.0         0.0            

모르겠다 1           0.0         0.0            

사회성에서 떨어지는것이 싫어서 1           0.0         0.0            

사회활동을 20년 이상했다면 전업주부로의 역할도
권할수있지만, 10년이하일 경우 사회활동을 원할것
이다. 그 이유는 남편의 가치관과 생각이 아이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

1           0.0         0.0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 건강할 듯 해서.

1           0.0         0.0            

성별에 상관없이 본인의 일이 있어야 모든 일에 자신
감을 갖고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함

1           0.0         0.0            

수입에 관계없이 남자도(라면이 아니라!!) 사회활동
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           0.0         0.0            

수입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사회활동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           0.0         0.0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회활동의 어려움 등을
같이 느껴야 서로 공감 가 생겨서 서로의 이해의 폭
이 넓어질 것 같아서

1           0.0         0.0            

수입의 불균형에 따라 가사전담을 한다는 것이 아니
라 사람은 특히 남자는 집안에 있으면 정신도 육체도
병드는 것을 많이 본다.텃밭을 임 하더라도 계속 사
회유 관계를 유지시켜줄것이다.

1           0.0         0.0            

아님. 1           0.0         0.0            

아무리 수입이 충분하더라도 주부 우울증이 염려되
므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자신의 취미생활을 가졌으
면 좋겠다.

1           0.0         0.0            

자기계발과 사회적 낭비(인력활용측면)이기 때문에 1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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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려면 부부 같이 벌어도 모자르니까 1           0.0         0.0            

전업주부가 아닌 한심한 백수가 될까 염려되서 1           0.0         0.0            

전업주부로 있는 입장에서 때때로 무력감을 느끼기
도 하기 때문에 남편도 마찬가지 일 것 같아서

1           0.0         0.0            

지금 당장은 여유가 있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면 자식
들 학이나 유학 또는 학원 까지 보내야 하는데
학비를 미리 걱정하면 좋지!

1           0.0         0.0            

지금 현재 전업주부로 있어보니 집에서 일만 하는것
은 좋지 않다.정신건강상

1           0.0         0.0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스스로를 저평가
하기 때문에

1           0.0         0.0            

집에서 늘어져 있는게 보기 싫어서 1           0.0         0.0            

한쪽만 벌고 살기에는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육아문
제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기때문.

1           0.0         0.0            

3,042     100.0     100.0        

q27 평소 가사노동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전혀 느끼지 않는다 0 117        3.8         3.8            

1 1 129        4.2         4.2            

2 2 198        6.5         6.5            

3 3 204        6.7         6.7            

4 4 162        5.3         5.3            

5  보통이다 5 705        23.2       23.2          

6 6 324        10.7       10.7          

7 7 490        16.1       16.1          

8 8 419        13.8       13.8          

9 9 145        4.8         4.8            

10  매우크다 10 149        4.9         4.9            

3,042     100.0     100.0        

[문 27] (기혼자의 경우) 평소에 가사노동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또
는 (미혼자의 경우) 결혼 후 가사노동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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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명절에 가사노동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전혀 느끼지 않는다 0 121        4.0         4.0            

1 1 120        3.9         3.9            

2 2 144        4.7         4.7            

3 3 168        5.5         5.5            

4 4 123        4.0         4.0            

5  보통이다 5 488        16.0       16.0          

6 6 274        9.0         9.0            

7 7 379        12.5       12.5          

8 8 410        13.5       13.5          

9 9 349        11.5       11.5          

10  매우크다 10 466        15.3       15.3          

3,042     100.0     100.0        

q29 결혼한 자녀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결혼한 아들이 있다 1 158        5.2         5.2            

결혼한 딸이 있다 2 173        5.7         5.7            

결혼한 아들, 딸이 모두 있다 3 216        7.1         7.1            

미혼 자녀만 있다 4 1,284     42.2       42.2          

자녀가 없다 5 1,211     39.8       39.8          

3,042     100.0     100.0        

[문 28] (기혼자의 경우) 명절에 가사노동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또
는 (미혼자의 경우) 결혼 후 명절에 가사노동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문 29] 결혼한 자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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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_1 아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의견1: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일 경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153     37.9       37.9          

체로 그런편이다 2 1,713     56.3       56.3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163        5.4         5.4            

전혀 그렇지 않다 4 13          0.4         0.4            

3,042     100.0     100.0        

q30_2 아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의견2: 아들이 외벌이일 경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396        13.0       13.0          

체로 그런편이다 2 1,810     59.5       59.5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731        24.0       24.0          

전혀 그렇지 않다 4 105        3.5         3.5            

3,042     100.0     100.0        

q31_1 사위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의견1: 딸과 사위가 맞벌이일 경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162     38.2       38.2          

체로 그런편이다 2 1,710     56.2       56.2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156        5.1         5.1            

전혀 그렇지 않다 4 14          0.5         0.5            

3,042     100.0     100.0        

[문 30] 결혼한 아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각 경우별로 상황을 가정해서 응답해주십시오.
30-1)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

[문 30] 결혼한 아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각 경우별로 상황을 가정해서 응답해주십시오.
30-2) 아들이 외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

[문 31] 결혼한 딸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위가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각 경우별로 상황을 가정해서 응답해주십시오.
31-1) 딸과 사위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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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_2 사위가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의견2: 사위가 외벌이일 경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443        14.6       14.6          

체로 그런편이다 2 1,847     60.7       60.7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680        22.4       22.4          

전혀 그렇지 않다 4 72          2.4         2.4            

3,042     100.0     100.0        

dq1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  미만 1 1           0.0         0.0            

15-19세 3 7           0.2         0.2            

20 4 484        15.9       15.9          

30 5 770        25.3       25.3          

40 6 681        22.4       22.4          

50 7 606        19.9       19.9          

60  이상 8 493        16.2       16.2          

3,042     100.0     100.0        

dq2 응답자 거주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788        25.9       25.9          

부산 2 251        8.3         8.3            

인천 3 149        4.9         4.9            

구 4 171        5.6         5.6            

광주 5 88          2.9         2.9            

전 6 106        3.5         3.5            

울산 7 68          2.2         2.2            

경기 8 720        23.7       23.7          

강원 9 85          2.8         2.8            

[문 31] 결혼한 딸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위가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각 경우별로 상황을 가정해서 응답해주십시오.
31-2) 사위가 외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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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0 80          2.6         2.6            

충남 11 96          3.2         3.2            

전북 12 85          2.8         2.8            

전남 13 67          2.2         2.2            

경북 14 129        4.2         4.2            

경남 15 127        4.2         4.2            

제주 16 26          0.9         0.9            

기타(해외) 17 6           0.2         0.2            

3,042     100.0     100.0        

dq3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혼 1 1,104     36.3       36.3          

기혼(재혼 포함) 2 1,827     60.1       60.1          

사별 3 48          1.6         1.6            

이혼 4 63          2.1         2.1            

3,042     100.0     100.0        

dq4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0만원 미만 1 271        8.9         8.9            

100-150만원 미만 100 306        10.1       10.1          

150-200만원 미만 150 408        13.4       13.4          

200-300만원 미만 200 700        23.0       23.0          

300-500만원 미만 300 901        29.6       29.6          

500-800만원 미만 500 327        10.7       10.7          

800-1000만원 미만 800 61          2.0         2.0            

1000만원 이상 1000 68          2.2         2.2            

3,042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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