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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ub 병원 소유 구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공공병원 1 562 57.5 57.5

민간병원 2 415 42.5 42.5

977 100.0 100.0

hosdis 병원 소재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서울/경인 1 635 65.0 65.0

충청/경상/전라 2 342 35.0 35.0

977 100.0 100.0

hossize 병원 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상급 종합병원 1 432 44.2 44.2

상급이외 종합볍원 2 545 55.8 55.8

977 100.0 100.0

a1 간호사 채용시 미혼 선호 경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없다 1 111 11.4 11.4

거의 없다 2 296 30.3 30.3

약간 있다 3 467 47.8 47.8

매우 많이 있다 4 101 10.3 10.3

무응답 9 2 .2 .2

977 100.0 100.0

Ⅰ. 다음은 귀하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성 평등권 보장에 관련된 설문입니다.

1. 귀하는 병원에서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 채용시 미혼 선호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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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간호사 채용시 신체적 조건 영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8 13.1 13.1

거의 그렇지 않다 2 308 31.5 31.5

약간 그렇다 3 465 47.6 47.6

매우 많이 그렇다 4 75 7.7 7.7

무응답 9 1 .1 .1

977 100.0 100.0

a3 여성이라는 이유로 행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1 8.3 8.3

거의 그렇지 않다 2 408 41.8 41.8

약간 그렇다 3 377 38.6 38.6

매우 많이 그렇다 4 108 11.1 11.1

무응답 9 3 .3 .3

977 100.0 100.0

a4 타부서 직원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경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73 17.7 17.7

거의 그렇지 않다 2 435 44.5 44.5

약간 그렇다 3 292 29.9 29.9

매우 많이 그렇다 4 74 7.6 7.6

무응답 9 3 .3 .3

977 100.0 100.0

2. 귀하는 병원에서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 채용시 키, 몸무게, 외모 등 신체적 조건이 영향
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 직종은 여성이 많기 때문에 병원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나 행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 직종은 여성이 많기 때문에 타부서 직원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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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업무 관련하여 성과 요구 받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1 11.4 11.4

거의 그렇지 않다 2 461 47.2 47.2

약간 그렇다 3 302 30.9 30.9

매우 많이 그렇다 4 99 10.1 10.1

무응답 9 4 .4 .4

977 100.0 100.0

a6 교육훈련, 배치, 승진 등 불이익 당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3 12.6 12.6

거의 그렇지 않다 2 483 49.4 49.4

약간 그렇다 3 284 29.1 29.1

매우 많이 그렇다 4 83 8.5 8.5

무응답 9 4 .4 .4

977 100.0 100.0

b1_1_1 모성권 인지 여부1: 생리휴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권리인지 알았다 1 828 84.7 84.7

권리인지 몰랐다 2 119 12.2 12.2

무응답 9 30 3.1 3.1

977 100.0 100.0

6. 귀하는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 직종은 여성이 많기 때문에 교육훈련, 배치, 승진, 승급상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까?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권리에 대한 인지 여부-1) 생리 휴가

Ⅱ. 다음은 병원의 모성권 보장에 관련된 설문입니다.

5. 귀하는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 직종은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성
과를 요구받거나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받는다고 생각하는 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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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1_2 모성권 인지 여부2: 임신중 근로 전환 요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권리인지 알았다 1 612 62.6 62.6

권리인지 몰랐다 2 322 33.0 33.0

무응답 9 43 4.4 4.4

977 100.0 100.0

b1_1_3 모성권 인지 여부3: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권리인지 알았다 1 574 58.8 58.8

권리인지 몰랐다 2 366 37.5 37.5

무응답 9 37 3.8 3.8

977 100.0 100.0

b1_1_4 모성권 인지 여부4: 유급 태아 검진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권리인지 알았다 1 419 42.9 42.9

권리인지 몰랐다 2 523 53.5 53.5

무응답 9 35 3.6 3.6

977 100.0 100.0

b1_1_5 모성권 인지 여부5: 유산, 사산 휴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권리인지 알았다 1 734 75.1 75.1

권리인지 몰랐다 2 205 21.0 21.0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권리에 대한 인지 여부-2) 임신 중 근로 전환 요구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권리에 대한 인지 여부-3)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권리에 대한 인지 여부-4) 유급 태아 검진 시간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권리에 대한 인지 여부-5) 유산, 사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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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9 38 3.9 3.9

977 100.0 100.0

b1_1_6 모성권 인지 여부6: 출산전후 휴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권리인지 알았다 1 892 91.3 91.3

권리인지 몰랐다 2 48 4.9 4.9

무응답 9 37 3.8 3.8

977 100.0 100.0

b1_1_7 모성권 인지 여부7: 배우자 출산 휴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권리인지 알았다 1 694 71.0 71.0

권리인지 몰랐다 2 247 25.3 25.3

무응답 9 36 3.7 3.7

977 100.0 100.0

b1_1_8 모성권 인지 여부8: 육아 휴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권리인지 알았다 1 906 92.7 92.7

권리인지 몰랐다 2 34 3.5 3.5

무응답 9 37 3.8 3.8

977 100.0 100.0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권리에 대한 인지 여부-6) 출산전후 휴가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권리에 대한 인지 여부-7) 배우자 출산 휴가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권리에 대한 인지 여부-8) 육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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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1_9 모성권 인지 여부9: 유급 수유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권리인지 알았다 1 244 25.0 25.0

권리인지 몰랐다 2 695 71.1 71.1

무응답 9 38 3.9 3.9

977 100.0 100.0

b1_1_10 모성권 인지 여부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권리인지 알았다 1 277 28.4 28.4

권리인지 몰랐다 2 667 68.3 68.3

무응답 9 33 3.4 3.4

977 100.0 100.0

b1_2_1 실제 사용가능 여부1: 생리휴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받을 수 있다 1 498 51.0 51.0

받을 수 없다 2 395 40.4 40.4

무응답 9 84 8.6 8.6

977 100.0 100.0

b1_2_2 실제 사용가능 여부2: 임신중 근로 전환 요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받을 수 있다 1 466 47.7 47.7

받을 수 없다 2 379 38.8 38.8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2)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2) 임신 중 근로 전환 요구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권리에 대한 인지 여부-9) 유급 수유 시간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권리에 대한 인지 여부-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2)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1) 생리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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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9 132 13.5 13.5

977 100.0 100.0

b1_2_3 실제 사용가능 여부3: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받을 수 있다 1 304 31.1 31.1

받을 수 없다 2 543 55.6 55.6

무응답 9 130 13.3 13.3

977 100.0 100.0

b1_2_4 실제 사용가능 여부4: 유급 태아 검진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받을 수 있다 1 365 37.4 37.4

받을 수 없다 2 436 44.6 44.6

무응답 9 176 18.0 18.0

977 100.0 100.0

b1_2_5 실제 사용가능 여부5: 유산, 사산 휴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받을 수 있다 1 708 72.5 72.5

받을 수 없다 2 152 15.6 15.6

무응답 9 117 12.0 12.0

977 100.0 100.0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2)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3)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2)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4) 유급 태아 검진 시간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2)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5) 유산, 사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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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2_6 실제 사용가능 여부6: 출산전후 휴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받을 수 있다 1 846 86.6 86.6

받을 수 없다 2 52 5.3 5.3

무응답 9 79 8.1 8.1

977 100.0 100.0

b1_2_7 실제 사용가능 여부7: 배우자 출산 휴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받을 수 있다 1 549 56.2 56.2

받을 수 없다 2 285 29.2 29.2

무응답 9 143 14.6 14.6

977 100.0 100.0

b1_2_8 실제 사용가능 여부8: 육아 휴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받을 수 있다 1 853 87.3 87.3

받을 수 없다 2 46 4.7 4.7

무응답 9 78 8.0 8.0

977 100.0 100.0

b1_2_9 실제 사용가능 여부9: 유급 수유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받을 수 있다 1 137 14.0 14.0

받을 수 없다 2 646 66.1 66.1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2)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8) 육아 휴직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2)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9) 유급 수유 시간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2)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6) 출산전후 휴가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2)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7) 배우자 출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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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9 194 19.9 19.9

977 100.0 100.0

b1_2_10 실제 사용가능 여부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받을 수 있다 1 135 13.8 13.8

받을 수 없다 2 657 67.2 67.2

무응답 9 185 18.9 18.9

977 100.0 100.0

b2 자유로이 임신 결정할 수 있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5 10.7 10.7

거의 그렇지 않다 2 275 28.1 28.1

약간 그렇다 3 401 41.0 41.0

매우 많이 그렇다 4 182 18.6 18.6

무응답 9 14 1.4 1.4

977 100.0 100.0

b3 임신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330 33.8 33.8

없다 2 636 65.1 65.1

무응답 9 11 1.1 1.1

977 100.0 100.0

1.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2)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귀하는 동료나 선후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임신을 결정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3. 귀하는 임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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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1_1 [임신유] 실제 사용 여부1: 임신중 근로전환 요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사용했다 1 27 2.8 7.9

사용하지 않았다 2 272 27.8 79.8

무응답 9 42 4.3 12.3

비해당 -1 636 65.1

977 100.0 100.0

b4_1_2 [임신유] 실제 사용 여부2: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사용했다 1 27 2.8 7.9

사용하지 않았다 2 271 27.7 79.5

무응답 9 43 4.4 12.6

비해당 -1 636 65.1

977 100.0 100.0

b4_1_3 [임신유] 실제 사용 여부3: 유급 태아 검진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사용했다 1 113 11.6 33.1

사용하지 않았다 2 187 19.1 54.8

무응답 9 41 4.2 12.0

비해당 -1 636 65.1

977 100.0 100.0

4.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 2)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4.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 3) 유급 태아 검진 시간

4.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 1) 임신 중 근로전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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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1_4 [임신유] 실제 사용 여부4: 유산, 사산 휴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사용했다 1 49 5.0 14.4

사용하지 않았다 2 237 24.3 69.5

무응답 9 55 5.6 16.1

비해당 -1 636 65.1

977 100.0 100.0

b4_2_4 [임신유] 실제 사용일수4: 유산, 사산 휴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일 1 1 .1 1.0

3 일 3 3 .3 2.9

5 일 5 5 .5 4.8

7 일 7 9 .9 8.7

14 일 14 6 .6 5.8

28 일 28 1 .1 1.0

30 일 30 1 .1 1.0

60 일 60 2 .2 1.9

90 일 90 1 .1 1.0

무응답 99 75 7.7 72.1

비해당 -1 873 89.4

977 100.0 100.0

4.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 4) 유산, 사산 휴가

4.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2) 사용한 휴가일수 - 4) 유산, 사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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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1_5 [임신유] 실제 사용 여부5: 출산전후 휴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사용했다 1 239 24.5 70.1

사용하지 않았다 2 59 6.0 17.3

무응답 9 43 4.4 12.6

비해당 -1 636 65.1

977 100.0 100.0

b4_2_5 [임신유] 실제 사용일수5: 출산전후 휴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3 일 3 1 .1 .4

25 일 25 1 .1 .4

30 일 30 3 .3 1.1

31 일 31 1 .1 .4

45 일 45 3 .3 1.1

50 일 50 1 .1 .4

60 일 60 22 2.3 7.8

84 일 84 1 .1 .4

90 일 90 107 11.0 37.9

100 일 100 3 .3 1.1

120 일 120 1 .1 .4

150 일 150 3 .3 1.1

180 일 180 3 .3 1.1

무응답 999 132 13.5 46.8

비해당 -1 695 71.1

977 100.0 100.0

4.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 5) 출산전후 휴가

4.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2) 사용한 휴가일수 - 5) 출산전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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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1_6 [임신유] 실제 사용 여부6: 배우자 출산 휴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사용했다 1 29 3.0 8.5

사용하지 않았다 2 246 25.2 72.1

무응답 9 66 6.8 19.4

비해당 -1 636 65.1

977 100.0 100.0

b4_2_6 [임신유] 실제 사용일수6: 배우자 출산 휴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일 1 1 .1 1.1

2 일 2 6 .6 6.3

3 일 3 5 .5 5.3

5 일 5 3 .3 3.2

90 일 90 1 .1 1.1

무응답 99 79 8.1 83.2

비해당 -1 882 90.3

977 100.0 100.0

b4_1_7 [임신유] 실제 사용 여부7: 육아휴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사용했다 1 154 15.8 45.2

사용하지 않았다 2 139 14.2 40.8

무응답 9 48 4.9 14.1

비해당 -1 636 65.1

977 100.0 100.0

4.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 6) 배우자 출산 휴가

4.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2) 사용한 휴가일수 - 6) 배우자 출산 휴가

4.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 7) 육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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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2_7 [임신유] 실제 사용일수7: 육아휴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1 일 11 1 .1 .5

25 일 25 1 .1 .5

50 일 50 1 .1 .5

60 일 60 3 .3 1.5

90 일 90 8 .8 4.0

120 일 120 3 .3 1.5

150 일 150 1 .1 .5

180 일 180 9 .9 4.5

210 일 210 1 .1 .5

270 일 270 3 .3 1.5

275 일 275 1 .1 .5

300 일 300 5 .5 2.5

330 일 330 1 .1 .5

335 일 335 2 .2 1.0

360 일 360 1 .1 .5

365 일 365 42 4.3 20.8

450 일 450 1 .1 .5

455 일 455 1 .1 .5

485 일 485 1 .1 .5

550 일 550 1 .1 .5

635 일 635 1 .1 .5

720 일 720 1 .1 .5

730 일 730 5 .5 2.5

1080 일 1080 1 .1 .5

1642 일 1642 1 .1 .5

무응답 9999 106 10.8 52.5

비해당 -1 775 79.3

977 100.0 100.0

4.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2) 사용한 휴가일수 - 7) 육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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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1_8 [임신유] 실제 사용 여부8: 유급 수유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사용했다 1 5 .5 1.5

사용하지 않았다 2 281 28.8 82.4

무응답 9 55 5.6 16.1

비해당 -1 636 65.1

977 100.0 100.0

b4_1_9 [임신유] 실제 사용 여부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사용했다 1 5 .5 1.5

사용하지 않았다 2 283 29.0 83.0

무응답 9 53 5.4 15.5

비해당 -1 636 65.1

977 100.0 100.0

b5 [임신유] 임신, 출산, 수유, 육아 등으로 승진과정에 불이익을 받은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없다 1 91 9.3 26.7

거의 없다 2 136 13.9 39.9

약간 있다 3 79 8.1 23.2

매우 많이 있다 4 13 1.3 3.8

무응답 9 22 2.3 6.5

비해당 -1 636 65.1

977 100.0 100.0

5. 임신, 출산, 수유, 육아 등을 이유로 업무 중이나 승진 혹은 승급 과정에 불이익을 받은 경
험이 있습니까?

4.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 8) 유급 수유 시간

4. 다음은 직장에서 모성권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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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임신유] 출산 전과 후 동일 업무 복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동일 업무에 복귀했다 1 275 28.1 80.6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
에 복귀했다

2 31 3.2 9.1

출산 전에 비해 낮은 임금을 주는 업무에
복귀했다

3 2 .2 .6

출산 후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4 4 .4 1.2

무응답 9 29 3.0 8.5

비해당 -1 636 65.1

977 100.0 100.0

b7 [임신유] 임신 당시 초과 근로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없다 1 33 3.4 9.7

거의 없다 2 88 9.0 25.8

약간 있다 3 118 12.1 34.6

매우 많이 있다 4 77 7.9 22.6

무응답 9 25 2.6 7.3

비해당 -1 636 65.1

977 100.0 100.0

b8 [임신유] 임신 당시 야간 근로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없다 1 145 14.8 42.5

거의 없다 2 50 5.1 14.7

약간 있다 3 67 6.9 19.6

6. 출산 전과 출산 후에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하였습
니까?

7. 임신 당시 병원에서 정규시간외 초과 근로를 한 적이 있습니까?

8. 임신 당시 병원에서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근로)를 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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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많이 있다 4 54 5.5 15.8

무응답 9 25 2.6 7.3

비해당 -1 636 65.1

977 100.0 100.0

b8_1 [임신유] (야간근로 경험) 자발적이었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자발성이 없었다 1 36 3.7 24.7

거의 자발성이 없었다 2 34 3.5 23.3

약간 자발성이 있었다 3 34 3.5 23.3

매우 자발성이 있었다 4 10 1.0 6.8

무응답 9 32 3.3 21.9

비해당 -1 831 85.1

977 100.0 100.0

c1 일상적으로 환자와 직접 신체접촉 하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829 84.9 84.9

아니오 2 140 14.3 14.3

무응답 9 8 .8 .8

977 100.0 100.0

8-1 (임신 중 야간근로를 한 경험이 있으신 분만) 임신 중 야간 근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임신 중 야간 근로는 어느 정
도 자발적이었습니까?

1. 귀하는 일상적으로 환자와 직접 신체적 접촉을 합니까? (예) 목욕, 체위 변경, 들어올리기
등)

Ⅲ. 다음은 병원내 신체, 언어적 폭력, 성희롱 경험에 관련된 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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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현 부서에서 성희롱 문제 심각한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심각하지 않다 1 111 11.4 11.4

심각하지 않다 2 214 21.9 21.9

그저 그렇다 3 366 37.5 37.5

심각하다 4 220 22.5 22.5

매우 심각하다 5 59 6.0 6.0

무응답 9 7 .7 .7

977 100.0 100.0

c3 현 직장에서 성희롱에 대한 보고 및 처리과정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640 65.5 65.5

아니오 2 330 33.8 33.8

무응답 9 7 .7 .7

977 100.0 100.0

c4 직장내 성희로 발생시 보고하도록 돕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717 73.4 73.4

아니오 2 250 25.6 25.6

무응답 9 10 1.0 1.0

977 100.0 100.0

2. 귀하는 현재 부서에서 신체, 언어적 폭력, 성희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3. 현재 직장 내에 신체, 언어적 폭력, 성희롱에 대한 보고 및 처리과정이 있습니까?

4. 직장내 신체, 언어적 폭력,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고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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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폭력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113 11.6 11.6

아니오 2 852 87.2 87.2

무응답 9 12 1.2 1.2

977 100.0 100.0

c5_1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가해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환자 1 87 8.9 69.6

환자의 보호자/친척 2 6 .6 4.8

의사 3 2 .2 1.6

간호사 4 4 .4 3.2

병원직원 6 2 .2 1.6

기타 7 11 1.1 8.8

무응답 9 13 1.3 10.4

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c5_1et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가해자: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5.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신체적 폭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5-1. 누가 가해자였습니까?

5-1. 누가 가해자였습니까?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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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_2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가해자 직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상사(선배) 1 15 1.5 12.0

동료(동년배) 2 1 .1 .8

무응답 9 109 11.2 87.2

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c5_3_1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 무반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11 11.4 88.8

그렇다 1 14 1.4 11.2

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c5_3_2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2: 멈출것을 말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62 6.3 49.6

그렇다 1 63 6.4 50.4

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5-2. (가해자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 직원일 경우만) 가해자의 직급(연령)은 귀
하와 비교하여 어떠했습니까?

5-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① 무반응

5-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② 가해자에게 멈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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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_3_3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3: 친구나 가족에게 말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6 9.8 76.8

그렇다 1 29 3.0 23.2

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c5_3_4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4: 상담가 혹은 정신의학과를 찾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21 12.4 96.8

그렇다 1 4 .4 3.2

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c5_3_5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5: 동료에게 말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59 6.0 47.2

그렇다 1 66 6.8 52.8

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5-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③ 친구나 가족에게 말함

5-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④ 상담가 혹은 정신의학과를 찾음

5-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⑤ 동료에게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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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_3_6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6: 상급자에게 보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86 8.8 68.8

그렇다 1 39 4.0 31.2

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c5_3_7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7: 다른 부서로 옮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23 12.6 98.4

그렇다 1 2 .2 1.6

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c5_3_8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8: 사건일지를 작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16 11.9 92.8

그렇다 1 9 .9 7.2

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5-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⑥ 상급자에게 보고

5-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⑦ 다른 부서로 옮김

5-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⑧ 사건일지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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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_3_9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9: 노동조합에게 도움을 요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24 12.7 99.2

그렇다 1 1 .1 .8

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c5_3_10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0: 병원내 고충처리 절차 이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19 12.2 95.2

그렇다 1 6 .6 4.8

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c5_3_11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1: 경찰신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19 12.2 95.2

그렇다 1 6 .6 4.8

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c5_3_12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2: 소송제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24 12.7 99.2

그렇다 1 1 .1 .8

5-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⑫ 소송 제기(손해배상 소송 등)

5-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⑨ 노동조합에게 도움을 요청

5-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⑩ 병원 내 고충처리 절차 이용

5-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⑪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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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c5_3_13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3: 휴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25 12.8 100.0

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c5_3_14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4: 퇴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25 12.8 100.0

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c5_4 (신체적 폭력 있었던 경우) 폭력 경험 후 휴가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그렇다 1 9 .9 7.2

아니다 2 116 11.9 92.8

비해당 -1 852 87.2

977 100.0 100.0

5-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⑬ 휴직

5-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⑭ 퇴직

5-4. 폭력을 경험한 후에 당신은 휴가(오프)를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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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내 신체 폭력 목격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157 16.1 16.1

아니오 2 802 82.1 82.1

무응답 9 18 1.8 1.8

977 100.0 100.0

c7 지난 12개월 동안 폭력 보고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54 5.5 5.5

아니오 2 903 92.4 92.4

무응답 9 20 2.0 2.0

977 100.0 100.0

c8 지난 12개월 동안 언어 폭력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433 44.3 44.3

아니오 2 531 54.4 54.4

무응답 9 13 1.3 1.3

977 100.0 100.0

c8_1_1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가해자1: 환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78 28.5 62.3

그렇다 1 168 17.2 37.7

8.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내에서 언어 폭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8-1. 가장 최근에 언어 폭력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고 누가 언어 폭력을 행했습니까?
① 환자

6.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신체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7. 귀하는 근무지에서의 지난 12개월 동안에 폭력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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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1_2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가해자2: 환자의 보호자/친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43 24.9 54.5

그렇다 1 203 20.8 45.5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1_3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가해자3: 의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33 34.1 74.7

그렇다 1 113 11.6 25.3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1_4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가해자4: 간호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84 39.3 86.1

그렇다 1 62 6.3 13.9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8-1. 가장 최근에 언어 폭력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고 누가 언어 폭력을 행했습니까?
② 환자의 보호자/친척

8-1. 가장 최근에 언어 폭력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고 누가 언어 폭력을 행했습니까?
③ 의사

8-1. 가장 최근에 언어 폭력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고 누가 언어 폭력을 행했습니까?
④ 간호사

26



A1-2015-0032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권 및 성희롱 실태조사, 2015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c8_1_5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가해자5: 간호조무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46 45.6 100.0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1_6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가해자6: 병원직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34 44.4 97.3

그렇다 1 12 1.2 2.7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1_7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가해자7: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43 45.3 99.3

그렇다 1 3 .3 .7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1_7et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가해자7: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8-1. 가장 최근에 언어 폭력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고 누가 언어 폭력을 행했습니까?
⑥ 병원직원(의사, 간호사 제외)

8-1. 가장 최근에 언어 폭력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고 누가 언어 폭력을 행했습니까?
⑦ 기타

8-1. 가장 최근에 언어 폭력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고 누가 언어 폭력을 행했습니까?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

8-1. 가장 최근에 언어 폭력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고 누가 언어 폭력을 행했습니까?
⑤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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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_2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가해자 직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상사(선배) 1 133 13.6 29.8

동료(동년배) 2 29 3.0 6.5

부하(후배) 3 7 .7 1.6

기타 4 5 .5 1.1

무응답 9 272 27.8 61.0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3_1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 무반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65 37.4 81.8

그렇다 1 81 8.3 18.2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3_2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2: 멈출것을 말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73 27.9 61.2

그렇다 1 173 17.7 38.8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8-2. (가해자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 직원일 경우만) 가해자의 직급(연령)은 귀
하와 비교하여 어떠했습니까?

8-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① 무반응

8-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② 가해자에게 멈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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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_3_3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3: 친구나 가족에게 말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12 31.9 70.0

그렇다 1 134 13.7 30.0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3_4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4: 상담가 혹은 정신의학과를 찾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42 45.2 99.1

그렇다 1 4 .4 .9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3_5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5: 동료에게 말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03 20.8 45.5

그렇다 1 243 24.9 54.5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3_6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6: 상급자에게 보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01 30.8 67.5

그렇다 1 145 14.8 32.5

8-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③ 친구나 가족에게 말함

8-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④ 상담가 혹은 정신의학과를 찾음

8-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⑤ 동료에게 말함

8-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⑥ 상급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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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3_7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7: 다른 부서로 옮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45 45.5 99.8

그렇다 1 1 .1 .2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3_8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8: 사건일지를 작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30 44.0 96.4

그렇다 1 16 1.6 3.6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3_9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9: 노동조합에게 도움을 요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38 44.8 98.2

그렇다 1 8 .8 1.8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8-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⑨ 노동조합에게 도움을 요청

8-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⑦ 다른 부서로 옮김

8-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⑧ 사건일지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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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_3_10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0: 병원내 고충처리 절차 이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39 44.9 98.4

그렇다 1 7 .7 1.6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3_11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1: 경찰신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42 45.2 99.1

그렇다 1 4 .4 .9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3_12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2: 소송제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46 45.6 100.0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8_3_13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3: 휴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46 45.6 100.0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8-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⑩ 병원 내 고충처리 절차 이용

8-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⑪ 경찰 신고

8-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⑫ 소송 제기(손해배상 소송 등)

8-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⑬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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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_3_14 (언어 폭력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4: 퇴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45 45.5 99.8

그렇다 1 1 .1 .2

비해당 -1 531 54.4

977 100.0 100.0

c9 지난 12개월 동안 성희롱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66 6.8 6.8

아니오 2 900 92.1 92.1

무응답 9 11 1.1 1.1

977 100.0 100.0

c9_1 (성희롱 있었던 경우) 가해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환자 1 46 4.7 59.7

환자의 보호자/친척 2 5 .5 6.5

의사 3 9 .9 11.7

간호사 4 1 .1 1.3

간호조무사 5 1 .1 1.3

병원직원 6 1 .1 1.3

기타 7 3 .3 3.9

무응답 9 11 1.1 14.3

비해당 -1 900 92.1

977 100.0 100.0

9.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9-1. 귀하는 작업장에서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은 누가 당신을 성희롱 했습니까?

8-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⑭ 퇴직

32



A1-2015-0032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권 및 성희롱 실태조사, 2015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c9_1_et (성희롱 있었던 경우) 가해자: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c9_2 (성희롱 있었던 경우) 가해자 직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상사(선배) 1 12 1.2 15.6

동료(동년배) 2 4 .4 5.2

무응답 9 61 6.2 79.2

비해당 -1 900 92.1

977 100.0 100.0

c9_3_1 (성희롱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 무반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55 5.6 71.4

그렇다 1 22 2.3 28.6

비해당 -1 900 92.1

977 100.0 100.0

c9_3_2 (성희롱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2: 없었던 것처럼 행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59 6.0 76.6

그렇다 1 18 1.8 23.4

비해당 -1 900 92.1

977 100.0 100.0

9-1. 귀하는 작업장에서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은 누가 당신을 성희롱 했습니까?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

9-2. (가해자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 직원일 경우만) 가해자의 직급(연령)은 귀
하와 비교하여 어떠했습니까?

9-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① 무반응

9-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② 없었던 것처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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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_3_3 (성희롱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3: 멈출것을 말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4 4.5 57.1

그렇다 1 33 3.4 42.9

비해당 -1 900 92.1

977 100.0 100.0

c9_3_4 (성희롱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4: 신체적 방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62 6.3 80.5

그렇다 1 15 1.5 19.5

비해당 -1 900 92.1

977 100.0 100.0

c9_3_5 (성희롱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5: 친구나 가족에게 말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65 6.7 84.4

그렇다 1 12 1.2 15.6

비해당 -1 900 92.1

977 100.0 100.0

9-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③ 멈출 것을 말함

9-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④ 신체적 방어

9-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⑤ 친구나 가족에게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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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_3_6 (성희롱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6: 상담가를 찾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6 7.8 98.7

그렇다 1 1 .1 1.3

비해당 -1 900 92.1

977 100.0 100.0

c9_3_7 (성희롱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7: 동료에게 말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1 4.2 53.2

그렇다 1 36 3.7 46.8

비해당 -1 900 92.1

977 100.0 100.0

c9_3_8 (성희롱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8: 상급자에게 보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58 5.9 75.3

그렇다 1 19 1.9 24.7

비해당 -1 900 92.1

977 100.0 100.0

c9_3_9 (성희롱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9: 다른 부서로 옮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7 7.9 100.0

비해당 -1 900 92.1

977 100.0 100.0

9-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⑨ 다른 부서로 옮김

9-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⑥ 상담가를 찾음

9-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⑦ 동료에게 말함

9-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⑧ 상급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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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_3_10 (성희롱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0: 사건일지를 작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7 7.9 100.0

비해당 -1 900 92.1

977 100.0 100.0

c9_3_11 (성희롱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1: 노동조합에게 도움을 요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7 7.9 100.0

비해당 -1 900 92.1

977 100.0 100.0

c9_3_12 (성희롱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2: 경찰신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6 7.8 98.7

그렇다 1 1 .1 1.3

비해당 -1 900 92.1

977 100.0 100.0

c9_3_13 (성희롱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3: 배상요구서를 작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7 7.9 100.0

비해당 -1 900 92.1

977 100.0 100.0

9-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⑩ 사건일지를 작성

9-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⑪ 노동조합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9-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⑫ 경찰 신고

9-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⑬ 배상요구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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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_3_14 (성희롱 있었던 경우) 대처방법14: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7 7.9 100.0

비해당 -1 900 92.1

977 100.0 100.0

d1 최근 1년동안 음주 빈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마시지 않는다 1 154 15.8 15.8

한달에 한번 미만 2 194 19.9 19.9

한달에 1번 정도 3 143 14.6 14.6

한달에 2-4번 4 309 31.6 31.6

일주일에 2-3번 정도 5 125 12.8 12.8

일주일에 4번 이상 6 20 2.0 2.0

무응답 9 32 3.3 3.3

977 100.0 100.0

d2 현재 흡연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일 피움 1 1 .1 .1

가끔 피움 2 3 .3 .3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3 8 .8 .8

피운 적 없음 4 931 95.3 95.3

무응답 9 34 3.5 3.5

977 100.0 100.0

Ⅳ. 다음은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 및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2.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9-3. 사건 발생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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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건강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좋다 1 42 4.3 4.3

좋은 편이다 2 273 27.9 27.9

보통이다 3 493 50.5 50.5

나쁜 편이다 4 134 13.7 13.7

매우 나쁘다 5 3 .3 .3

무응답 9 32 3.3 3.3

977 100.0 100.0

d4 최근 2주동안 몸이 아프거나 불편을 느꼈던  경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236 24.2 24.2

없다 2 708 72.5 72.5

무응답 9 33 3.4 3.4

977 100.0 100.0

d5_1 의사 진단 여부1: 고혈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20 2.0 2.0

없다 2 863 88.3 88.3

무응답 9 94 9.6 9.6

977 100.0 100.0

3. 평소에 귀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최근 2주 동안 만성, 급성 질환 및 사고, 중독 등으로 몸이 아프거나 불편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5. 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다음 질병들에 대해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적
이 있습니까?
1)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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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_2 의사 진단 여부2: 고지혈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36 3.7 3.7

없다 2 798 81.7 81.7

무응답 9 143 14.6 14.6

977 100.0 100.0

d5_3 의사 진단 여부3: 뇌졸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2 .2 .2

없다 2 866 88.6 88.6

무응답 9 109 11.2 11.2

977 100.0 100.0

d5_4 의사 진단 여부4: 심근경색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4 .4 .4

없다 2 817 83.6 83.6

무응답 9 156 16.0 16.0

977 100.0 100.0

d5_5 의사 진단 여부5: 협심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4 .4 .4

없다 2 864 88.4 88.4

5. 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다음 질병들에 대해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적
이 있습니까?
3) 뇌졸중

5. 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다음 질병들에 대해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적
이 있습니까?
4) 심근경색증

5. 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다음 질병들에 대해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적
이 있습니까?
5) 협심증

5. 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다음 질병들에 대해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적
이 있습니까?
2) 고지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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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9 109 11.2 11.2

977 100.0 100.0

d5_6 의사 진단 여부6: 당뇨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9 .9 .9

없다 2 817 83.6 83.6

무응답 9 151 15.5 15.5

977 100.0 100.0

d5_7 의사 진단 여부7: 우울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17 1.7 1.7

없다 2 855 87.5 87.5

무응답 9 105 10.7 10.7

977 100.0 100.0

d5_8 의사 진단 여부8: 아토피 피부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46 4.7 4.7

없다 2 775 79.3 79.3

무응답 9 156 16.0 16.0

977 100.0 100.0

5. 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다음 질병들에 대해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적
이 있습니까?
6) 당뇨병

5. 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다음 질병들에 대해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적
이 있습니까?
7) 우울증

5. 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다음 질병들에 대해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적
이 있습니까?
8) 아토피 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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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지난 12개월 동안 건강문제로 결근한 일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0 일 0 722 73.9 73.9

1 일 1 34 3.5 3.5

2 일 2 1 .1 .1

2 일 2 6 .6 .6

3 일 3 5 .5 .5

4 일 4 3 .3 .3

5 일 5 8 .8 .8

6 일 6 1 .1 .1

7 일 7 10 1.0 1.0

9 일 9 1 .1 .1

10 일 10 5 .5 .5

13 일 13 2 .2 .2

14 일 14 14 1.4 1.4

15 일 15 1 .1 .1

20 일 20 2 .2 .2

24 일 24 1 .1 .1

28 일 28 1 .1 .1

30 일 30 4 .4 .4

40 일 40 2 .2 .2

120 일 120 1 .1 .1

150 일 150 1 .1 .1

무응답 999 152 15.6 15.6

977 100.0 100.0

6.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건강문제로 결근한 날은 모두 며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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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지난 12개월 동안 아파 나와서 일을 한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611 62.5 62.5

없다 2 205 21.0 21.0

아프지 않았다 3 124 12.7 12.7

무응답 9 37 3.8 3.8

977 100.0 100.0

d8_1 직장만족1: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일자리)은 다닐 만 한 좋은 직장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8 1.8 1.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87 8.9 8.9

보통이다 3 421 43.1 43.1

그런 편이다 4 380 38.9 38.9

아주 그렇다 5 37 3.8 3.8

무응답 9 34 3.5 3.5

977 100.0 100.0

d8_2 직장만족2: 나는 이 직장(일자리)에 들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1 2.1 2.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92 9.4 9.4

보통이다 3 406 41.6 41.6

그런 편이다 4 376 38.5 38.5

아주 그렇다 5 47 4.8 4.8

무응답 9 35 3.6 3.6

977 100.0 100.0

7.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8. 현재 귀하가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일자리)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1)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일자리)은 다닐 만한 좋은 직장이다

8. 현재 귀하가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일자리)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2) 나는 이 직장(일자리)에 들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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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_3 직장만족3: 직장(일자리)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6 7.8 7.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12 21.7 21.7

보통이다 3 358 36.6 36.6

그런 편이다 4 262 26.8 26.8

아주 그렇다 5 36 3.7 3.7

무응답 9 33 3.4 3.4

977 100.0 100.0

d8_4 직장만족4: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일자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3 3.4 3.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25 12.8 12.8

보통이다 3 431 44.1 44.1

그런 편이다 4 321 32.9 32.9

아주 그렇다 5 34 3.5 3.5

무응답 9 33 3.4 3.4

977 100.0 100.0

d8_5 직장만족5: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7 3.8 3.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44 14.7 14.7

보통이다 3 368 37.7 37.7

그런 편이다 4 344 35.2 35.2

8. 현재 귀하가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일자리)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5)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다

8. 현재 귀하가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일자리)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3) 직장(일자리)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8. 현재 귀하가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일자리)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4)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일자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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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그렇다 5 50 5.1 5.1

무응답 9 34 3.5 3.5

977 100.0 100.0

d9_1 직장만족6: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 배치 등)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6 1.6 1.6

그런 편이다 2 490 50.2 50.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364 37.3 37.3

전혀 그렇지 않다 4 72 7.4 7.4

무응답 9 35 3.6 3.6

977 100.0 100.0

d9_2 직장만족7: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그렇다 1 21 2.1 2.1

그런 편이다 2 419 42.9 42.9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405 41.5 41.5

전혀 그렇지 않다 4 97 9.9 9.9

무응답 9 35 3.6 3.6

977 100.0 100.0

d9_3 직장만족8: 우리 부서와 타 부서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그렇다 1 23 2.4 2.4

그런 편이다 2 545 55.8 55.8

9. 귀하가 현재 일하면서 느끼는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해 주십시오.
1)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9. 귀하가 현재 일하면서 느끼는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해 주십시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9. 귀하가 현재 일하면서 느끼는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해 주십시오.
3) 우리 부서와 타 부서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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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편이다 3 323 33.1 33.1

전혀 그렇지 않다 4 51 5.2 5.2

무응답 9 35 3.6 3.6

977 100.0 100.0

d9_4 직장만족9: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9 1.9 1.9

그런 편이다 2 527 53.9 53.9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348 35.6 35.6

전혀 그렇지 않다 4 47 4.8 4.8

무응답 9 36 3.7 3.7

977 100.0 100.0

d9_5 직장만족10: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그렇다 1 87 8.9 8.9

그런 편이다 2 474 48.5 48.5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295 30.2 30.2

전혀 그렇지 않다 4 87 8.9 8.9

무응답 9 34 3.5 3.5

977 100.0 100.0

d9_6 직장만족11: 나는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그렇다 1 65 6.7 6.7

그런 편이다 2 549 56.2 56.2

9. 귀하가 현재 일하면서 느끼는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해 주십시오.
6) 나는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9. 귀하가 현재 일하면서 느끼는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해 주십시오.
4)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9. 귀하가 현재 일하면서 느끼는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해 주십시오.
5)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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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편이다 3 298 30.5 30.5

전혀 그렇지 않다 4 26 2.7 2.7

무응답 9 39 4.0 4.0

977 100.0 100.0

d9_7 직장만족12: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그렇다 1 67 6.9 6.9

그런 편이다 2 432 44.2 44.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367 37.6 37.6

전혀 그렇지 않다 4 71 7.3 7.3

무응답 9 40 4.1 4.1

977 100.0 100.0

d10_1 [간호사만] 지난 12개월 동안 경험 빈도1: 본인이 담당하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경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없었다 1 405 41.5 41.5

거의 없었다 2 240 24.6 24.6

가끔 있었다 3 212 21.7 21.7

자주 있었다 4 5 .5 .5

무응답 9 115 11.8 11.8

977 100.0 100.0

d10_2 [간호사만] 지난 12개월 동안 경험 빈도2: 간호하고 있는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없었다 1 255 26.1 26.1

거의 없었다 2 233 23.8 23.8

9. 귀하가 현재 일하면서 느끼는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해 주십시오.
7)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10. (간호사만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12개월간 각각의 경험에 대해 귀하가 경험한 횟수에
○표하여 주십시오.
1) 본인이 담당하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경우

10. (간호사만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12개월간 각각의 경험에 대해 귀하가 경험한 횟수에
○표하여 주십시오.
2) 간호하고 있는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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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있었다 3 357 36.5 36.5

자주 있었다 4 15 1.5 1.5

무응답 9 117 12.0 12.0

977 100.0 100.0

d10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없었다 1 286 29.3 29.3

거의 없었다 2 262 26.8 26.8

가끔 있었다 3 290 29.7 29.7

자주 있었다 4 22 2.3 2.3

무응답 9 117 12.0 12.0

977 100.0 100.0

d10_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없었다 1 395 40.4 40.4

거의 없었다 2 355 36.3 36.3

가끔 있었다 3 110 11.3 11.3

무응답 9 117 12.0 12.0

977 100.0 100.0

d10_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없었다 1 667 68.3 68.3

거의 없었다 2 164 16.8 16.8

[간호사만] 지난 12개월 동안 경험 빈도5: 수혈 과정에서 확인 및 투여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음

10. (간호사만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12개월간 각각의 경험에 대해 귀하가 경험한 횟수에
○표하여 주십시오.
5) 수혈 과정에서 확인 및 투여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음

10. (간호사만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12개월간 각각의 경험에 대해 귀하가 경험한 횟수에
○표하여 주십시오.
3) 주사 바늘 혹은 의료 기구에 의해 자신의 신체를 다친 경우

10. (간호사만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12개월간 각각의 경험에 대해 귀하가 경험한 횟수에
○표하여 주십시오.
4) 투약과정 (환자확인, 투여약, 약의 용량, 투여방법, 투약시간)의 오류

[간호사만] 지난 12개월 동안 경험 빈도3: 주사 바늘 혹은 의료 기구에 의해 자신의 신체를 다친
경우

[간호사만] 지난 12개월 동안 경험 빈도4: 투약과정 (환자확인, 투여약, 약의 용량, 투여방법, 투
약시간)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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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있었다 3 27 2.8 2.8

자주 있었다 4 2 .2 .2

무응답 9 117 12.0 12.0

977 100.0 100.0

d11_1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155 15.9 15.9

가끔 있었다 1 425 43.5 43.5

종종 있었다 2 276 28.2 28.2

대부분 그랬다 3 75 7.7 7.7

무응답 9 46 4.7 4.7

977 100.0 100.0

d11_2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2: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421 43.1 43.1

가끔 있었다 1 333 34.1 34.1

종종 있었다 2 162 16.6 16.6

대부분 그랬다 3 16 1.6 1.6

무응답 9 45 4.6 4.6

977 100.0 100.0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2)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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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_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364 37.3 37.3

가끔 있었다 1 320 32.8 32.8

종종 있었다 2 209 21.4 21.4

대부분 그랬다 3 40 4.1 4.1

무응답 9 44 4.5 4.5

977 100.0 100.0

d11_4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4: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362 37.1 37.1

가끔 있었다 1 396 40.5 40.5

종종 있었다 2 162 16.6 16.6

대부분 그랬다 3 15 1.5 1.5

무응답 9 42 4.3 4.3

977 100.0 100.0

d11_5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5: 비교적 잘 지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334 34.2 34.2

가끔 있었다 1 315 32.2 32.2

종종 있었다 2 220 22.5 22.5

대부분 그랬다 3 65 6.7 6.7

무응답 9 43 4.4 4.4

977 100.0 100.0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3) 어누 누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
을 것 같았다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4)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5) 비교적 잘 지냈다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3: 어누 누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았다

49



A1-2015-0032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권 및 성희롱 실태조사, 2015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d11_6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6: 상당히 우울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426 43.6 43.6

가끔 있었다 1 337 34.5 34.5

종종 있었다 2 146 14.9 14.9

대부분 그랬다 3 26 2.7 2.7

무응답 9 42 4.3 4.3

977 100.0 100.0

d11_7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7: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253 25.9 25.9

가끔 있었다 1 422 43.2 43.2

종종 있었다 2 208 21.3 21.3

대부분 그랬다 3 51 5.2 5.2

무응답 9 43 4.4 4.4

977 100.0 100.0

d11_8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8: 앞 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404 41.4 41.4

가끔 있었다 1 328 33.6 33.6

종종 있었다 2 153 15.7 15.7

대부분 그랬다 3 50 5.1 5.1

무응답 9 42 4.3 4.3

977 100.0 100.0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6) 상당히 우울했다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7)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8) 앞 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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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_9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9: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 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636 65.1 65.1

가끔 있었다 1 227 23.2 23.2

종종 있었다 2 53 5.4 5.4

대부분 그랬다 3 17 1.7 1.7

무응답 9 44 4.5 4.5

977 100.0 100.0

d11_10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10: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258 26.4 26.4

가끔 있었다 1 358 36.6 36.6

종종 있었다 2 248 25.4 25.4

대부분 그랬다 3 67 6.9 6.9

무응답 9 46 4.7 4.7

977 100.0 100.0

d11_11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272 27.8 27.8

가끔 있었다 1 344 35.2 35.2

종종 있었다 2 219 22.4 22.4

대부분 그랬다 3 99 10.1 10.1

무응답 9 43 4.4 4.4

977 100.0 100.0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9)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10)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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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_12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12: 두려움을 느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489 50.1 50.1

가끔 있었다 1 317 32.4 32.4

종종 있었다 2 112 11.5 11.5

대부분 그랬다 3 16 1.6 1.6

무응답 9 43 4.4 4.4

977 100.0 100.0

d11_13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13: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468 47.9 47.9

가끔 있었다 1 360 36.8 36.8

종종 있었다 2 87 8.9 8.9

대부분 그랬다 3 20 2.0 2.0

무응답 9 42 4.3 4.3

977 100.0 100.0

d11_14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505 51.7 51.7

가끔 있었다 1 295 30.2 30.2

종종 있었다 2 102 10.4 10.4

대부분 그랬다 3 30 3.1 3.1

무응답 9 45 4.6 4.6

977 100.0 100.0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12) 두려움을 느꼈다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13)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52



A1-2015-0032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권 및 성희롱 실태조사, 2015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d11_15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15: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267 27.3 27.3

가끔 있었다 1 290 29.7 29.7

종종 있었다 2 264 27.0 27.0

대부분 그랬다 3 112 11.5 11.5

무응답 9 44 4.5 4.5

977 100.0 100.0

d11_16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16: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558 57.1 57.1

가끔 있었다 1 274 28.0 28.0

종종 있었다 2 90 9.2 9.2

대부분 그랬다 3 11 1.1 1.1

무응답 9 44 4.5 4.5

977 100.0 100.0

d11_17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17: 감자기 울음이 나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569 58.2 58.2

가끔 있었다 1 251 25.7 25.7

종종 있었다 2 99 10.1 10.1

대부분 그랬다 3 16 1.6 1.6

무응답 9 42 4.3 4.3

977 100.0 100.0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15)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16)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17) 감자기 울음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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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_18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18: 마음이 슬펐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452 46.3 46.3

가끔 있었다 1 336 34.4 34.4

종종 있었다 2 127 13.0 13.0

대부분 그랬다 3 19 1.9 1.9

무응답 9 43 4.4 4.4

977 100.0 100.0

d11_19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627 64.2 64.2

가끔 있었다 1 246 25.2 25.2

종종 있었다 2 57 5.8 5.8

대부분 그랬다 3 5 .5 .5

무응답 9 42 4.3 4.3

977 100.0 100.0

d11_20 지난 1주일 동안 경험 빈도20: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극히 드물다 0 575 58.9 58.9

가끔 있었다 1 250 25.6 25.6

종종 있었다 2 95 9.7 9.7

대부분 그랬다 3 15 1.5 1.5

무응답 9 42 4.3 4.3

977 100.0 100.0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18) 마음이 슬펐다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1.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1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
들이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간 나는…20)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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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간호사 1 895 91.6 91.6

간호조무사 2 82 8.4 8.4

977 100.0 100.0

e2 업무 경력기간(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년 .1 2 .2 .2

.2 년 .2 1 .1 .1

.3 년 .3 1 .1 .1

.3 년 .3 2 .2 .2

.5 년 .5 21 2.1 2.1

.6 년 .6 5 .5 .5

.7 년 .7 3 .3 .3

.8 년 .8 4 .4 .4

1.0 년 1.0 83 8.5 8.5

1.3 년 1.3 2 .2 .2

1.4 년 1.4 2 .2 .2

1.5 년 1.5 6 .6 .6

1.6 년 1.6 6 .6 .6

1.7 년 1.7 1 .1 .1

1.8 년 1.8 2 .2 .2

2.0 년 2.0 78 8.0 8.0

2.3 년 2.3 1 .1 .1

1.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2. 귀하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경력은?

Ⅴ. 다음은 귀하의 일자리와 관련된 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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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년 2.4 1 .1 .1

2.5 년 2.5 2 .2 .2

2.7 년 2.7 1 .1 .1

2.8 년 2.8 1 .1 .1

3.0 년 3.0 69 7.1 7.1

3.5 년 3.5 3 .3 .3

3.6 년 3.6 1 .1 .1

4.0 년 4.0 65 6.7 6.7

4.3 년 4.3 1 .1 .1

4.5 년 4.5 2 .2 .2

4.7 년 4.7 1 .1 .1

4.8 년 4.8 1 .1 .1

5.0 년 5.0 80 8.2 8.2

6.0 년 6.0 35 3.6 3.6

6.6 년 6.6 1 .1 .1

7.0 년 7.0 35 3.6 3.6

8.0 년 8.0 50 5.1 5.1

8.5 년 8.5 2 .2 .2

9.0 년 9.0 35 3.6 3.6

10.0 년 10.0 50 5.1 5.1

10.5 년 10.5 1 .1 .1

11.0 년 11.0 19 1.9 1.9

11.9 년 11.9 1 .1 .1

12.0 년 12.0 26 2.7 2.7

13.0 년 13.0 30 3.1 3.1

13.6 년 13.6 1 .1 .1

14.0 년 14.0 15 1.5 1.5

15.0 년 15.0 33 3.4 3.4

16.0 년 16.0 21 2.1 2.1

17.0 년 17.0 11 1.1 1.1

18.0 년 18.0 16 1.6 1.6

19.0 년 19.0 16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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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년 20.0 36 3.7 3.7

21.0 년 21.0 4 .4 .4

22.0 년 22.0 7 .7 .7

23.0 년 23.0 11 1.1 1.1

24.0 년 24.0 7 .7 .7

25.0 년 25.0 6 .6 .6

26.0 년 26.0 2 .2 .2

27.0 년 27.0 1 .1 .1

28.0 년 28.0 4 .4 .4

29.0 년 29.0 1 .1 .1

30.0 년 30.0 3 .3 .3

32.0 년 32.0 1 .1 .1

33.0 년 33.0 1 .1 .1

무응답 999.0 47 4.8 4.8

977 100.0 100.0

e3 현재 병원에서의 경력기간(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년 .1 3 .3 .3

.2 년 .2 2 .2 .2

.3 년 .3 1 .1 .1

.3 년 .3 3 .3 .3

.5 년 .5 21 2.1 2.1

.6 년 .6 8 .8 .8

.7 년 .7 4 .4 .4

.8 년 .8 7 .7 .7

.9 년 .9 4 .4 .4

1.0 년 1.0 100 10.2 10.2

1.4 년 1.4 2 .2 .2

1.5 년 1.5 9 .9 .9

3. 귀하의 현재 병원에서의 경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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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년 1.6 4 .4 .4

1.7 년 1.7 3 .3 .3

1.8 년 1.8 2 .2 .2

2.0 년 2.0 107 11.0 11.0

2.3 년 2.3 1 .1 .1

2.4 년 2.4 1 .1 .1

2.5 년 2.5 3 .3 .3

2.8 년 2.8 1 .1 .1

3.0 년 3.0 90 9.2 9.2

3.1 년 3.1 1 .1 .1

3.5 년 3.5 4 .4 .4

3.6 년 3.6 1 .1 .1

4.0 년 4.0 66 6.8 6.8

4.3 년 4.3 1 .1 .1

4.5 년 4.5 2 .2 .2

4.8 년 4.8 1 .1 .1

5.0 년 5.0 77 7.9 7.9

5.8 년 5.8 1 .1 .1

6.0 년 6.0 29 3.0 3.0

7.0 년 7.0 38 3.9 3.9

8.0 년 8.0 43 4.4 4.4

8.5 년 8.5 2 .2 .2

9.0 년 9.0 37 3.8 3.8

9.3 년 9.3 1 .1 .1

10.0 년 10.0 54 5.5 5.5

10.5 년 10.5 1 .1 .1

11.0 년 11.0 17 1.7 1.7

12.0 년 12.0 15 1.5 1.5

13.0 년 13.0 16 1.6 1.6

14.0 년 14.0 8 .8 .8

15.0 년 15.0 26 2.7 2.7

16.0 년 16.0 21 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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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년 17.0 8 .8 .8

18.0 년 18.0 14 1.4 1.4

19.0 년 19.0 10 1.0 1.0

20.0 년 20.0 22 2.3 2.3

21.0 년 21.0 4 .4 .4

22.0 년 22.0 5 .5 .5

23.0 년 23.0 10 1.0 1.0

24.0 년 24.0 3 .3 .3

25.0 년 25.0 5 .5 .5

26.0 년 26.0 1 .1 .1

28.0 년 28.0 3 .3 .3

29.0 년 29.0 1 .1 .1

30.0 년 30.0 2 .2 .2

32.0 년 32.0 1 .1 .1

33.0 년 33.0 1 .1 .1

무응답 999.0 49 5.0 5.0

977 100.0 100.0

e4 주로 시간을 보내는 부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내과계 병동 1 314 32.1 32.1

외과계 병동 2 182 18.6 18.6

중환자실 3 113 11.6 11.6

응급실 4 32 3.3 3.3

수술실 5 74 7.6 7.6

외래 6 100 10.2 10.2

기타 7 127 13.0 13.0

무응답 9 35 3.6 3.6

977 100.0 100.0

4. 귀하는 주로 어디서 시간을 보냅니까(업무시간 중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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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_et 주로 시간을 보내는 부서: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e5 고용상 지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정규직 1 890 91.1 91.1

무기계약직 2 19 1.9 1.9

비정규직 3 35 3.6 3.6

무응답 9 33 3.4 3.4

977 100.0 100.0

e5_1 (비정규직인 경우) 지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계약직 1 38 3.9 43.7

무응답 9 49 5.0 56.3

비해당 -1 890 91.1

977 100.0 100.0

e6 현재 교대제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그렇다 1 745 76.3 76.3

그렇지 않다 2 193 19.8 19.8

무응답 9 39 4.0 4.0

977 100.0 100.0

4. 귀하는 주로 어디서 시간을 보냅니까(업무시간 중 50% 이상)?
⑦ 기타(         )

5. 귀하의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5-1. (일자리가 비정규직인 분들만) 귀하의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6. 귀하는 현재 교대제로 일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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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_1 하루 평균 실제 근무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5.0 시간 5.0 1 .1 .1

8.0 시간 8.0 248 25.4 25.4

8.5 시간 8.5 47 4.8 4.8

8.7 시간 8.7 2 .2 .2

9.0 시간 9.0 272 27.8 27.8

9.3 시간 9.3 1 .1 .1

9.5 시간 9.5 47 4.8 4.8

10.0 시간 10.0 240 24.6 24.6

10.5 시간 10.5 5 .5 .5

11.0 시간 11.0 32 3.3 3.3

11.5 시간 11.5 2 .2 .2

12.0 시간 12.0 12 1.2 1.2

13.0 시간 13.0 4 .4 .4

14.0 시간 14.0 3 .3 .3

19.0 시간 19.0 1 .1 .1

무응답 999.0 60 6.1 6.1

977 100.0 100.0

e7_2 일주일 평균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0 시간 2.0 1 .1 .1

5.0 시간 5.0 1 .1 .1

8.0 시간 8.0 10 1.0 1.0

8.5 시간 8.5 4 .4 .4

7. 현재 귀하가 실제로 근로하게 되는 시간은 근무 듀티당 몇 시간이고, 1주일 평균 몇 시간입
니까? 일을 하기위해 준비하는 시간(예를 들면 작업준비 및 업무 인수, 업무의 대기, 작업정
리 및 업무 인계 등)까지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2) 1주일 평균 (         ) 시간

7. 현재 귀하가 실제로 근로하게 되는 시간은 근무 듀티당 몇 시간이고, 1주일 평균 몇 시간입
니까? 일을 하기위해 준비하는 시간(예를 들면 작업준비 및 업무 인수, 업무의 대기, 작업정
리 및 업무 인계 등)까지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근무 듀티 하루 평균 (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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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시간 9.0 17 1.7 1.7

9.5 시간 9.5 1 .1 .1

10.0 시간 10.0 7 .7 .7

24.0 시간 24.0 2 .2 .2

30.0 시간 30.0 1 .1 .1

32.0 시간 32.0 6 .6 .6

35.0 시간 35.0 2 .2 .2

36.0 시간 36.0 15 1.5 1.5

38.0 시간 38.0 1 .1 .1

39.0 시간 39.0 1 .1 .1

40.0 시간 40.0 238 24.4 24.4

40.4 시간 40.4 1 .1 .1

41.0 시간 41.0 1 .1 .1

42.0 시간 42.0 5 .5 .5

42.5 시간 42.5 14 1.4 1.4

43.0 시간 43.0 11 1.1 1.1

43.5 시간 43.5 1 .1 .1

44.0 시간 44.0 16 1.6 1.6

45.0 시간 45.0 191 19.5 19.5

45.5 시간 45.5 1 .1 .1

46.0 시간 46.0 5 .5 .5

47.0 시간 47.0 9 .9 .9

47.5 시간 47.5 22 2.3 2.3

48.0 시간 48.0 14 1.4 1.4

49.0 시간 49.0 5 .5 .5

50.0 시간 50.0 187 19.1 19.1

51.0 시간 51.0 3 .3 .3

52.0 시간 52.0 3 .3 .3

52.5 시간 52.5 2 .2 .2

53.0 시간 53.0 3 .3 .3

54.0 시간 54.0 10 1.0 1.0

55.0 시간 55.0 26 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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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시간 56.0 1 .1 .1

57.0 시간 57.0 2 .2 .2

57.5 시간 57.5 3 .3 .3

59.5 시간 59.5 1 .1 .1

60.0 시간 60.0 24 2.5 2.5

61.0 시간 61.0 1 .1 .1

63.0 시간 63.0 5 .5 .5

64.0 시간 64.0 1 .1 .1

65.0 시간 65.0 1 .1 .1

66.0 시간 66.0 2 .2 .2

68.0 시간 68.0 1 .1 .1

70.0 시간 70.0 3 .3 .3

72.0 시간 72.0 1 .1 .1

81.0 시간 81.0 1 .1 .1

무응답 999.0 93 9.5 9.5

977 100.0 100.0

e9 노동조합 가입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가입하고 있다 1 614 62.8 62.8

가입하고 있지 않다 2 306 31.3 31.3

무응답 9 57 5.8 5.8

977 100.0 100.0

9. 귀하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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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1 세 21 3 .3 .3

22 세 22 4 .4 .4

23 세 23 37 3.8 3.8

24 세 24 61 6.2 6.2

25 세 25 85 8.7 8.7

26 세 26 78 8.0 8.0

27 세 27 76 7.8 7.8

28 세 28 67 6.9 6.9

29 세 29 60 6.1 6.1

30 세 30 51 5.2 5.2

31 세 31 32 3.3 3.3

32 세 32 24 2.5 2.5

33 세 33 34 3.5 3.5

34 세 34 26 2.7 2.7

35 세 35 39 4.0 4.0

36 세 36 24 2.5 2.5

37 세 37 32 3.3 3.3

38 세 38 26 2.7 2.7

39 세 39 20 2.0 2.0

40 세 40 29 3.0 3.0

41 세 41 15 1.5 1.5

42 세 42 20 2.0 2.0

43 세 43 33 3.4 3.4

44 세 44 16 1.6 1.6

45 세 45 17 1.7 1.7

1. 귀하의 연령은?

Ⅵ.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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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세 46 6 .6 .6

47 세 47 15 1.5 1.5

48 세 48 10 1.0 1.0

49 세 49 4 .4 .4

50 세 50 6 .6 .6

51 세 51 2 .2 .2

52 세 52 4 .4 .4

53 세 53 1 .1 .1

54 세 54 1 .1 .1

55 세 55 3 .3 .3

56 세 56 1 .1 .1

무응답 99 15 1.5 1.5

977 100.0 100.0

f2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미혼 1 576 59.0 59.0

기혼 유배우 2 376 38.5 38.5

이혼 4 6 .6 .6

사별 5 3 .3 .3

무응답 9 16 1.6 1.6

977 100.0 100.0

f3 (기혼인 경우) 자녀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279 28.6 69.6

없다 2 61 6.2 15.2

무응답 9 61 6.2 15.2

비해당 -1 576 59.0

977 100.0 100.0

2.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사실혼의 경우도 결혼한 것에 포
함됩니다. 주말부부이거나 요양 등으로 인해 함께 살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별거가 아닙니
다.)

3. (혼인상태가 미혼이 아닌 분들만)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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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_1 (기혼인 경우) 자녀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 명 1 85 8.7 21.2

2 명 2 167 17.1 41.6

3 명 3 24 2.5 6.0

4 명 4 2 .2 .5

무응답 9 123 12.6 30.7

비해당 -1 576 59.0

977 100.0 100.0

f3_2 (기혼인 경우) 자녀 양육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본인 1 147 15.0 36.7

배우자 2 8 .8 2.0

친부모 3 74 7.6 18.5

기타 4 31 3.2 7.7

무응답 9 141 14.4 35.2

비해당 -1 576 59.0

977 100.0 100.0

f4 가계수입 중 응답자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0-25% 1 155 15.9 15.9

26-50% 2 324 33.2 33.2

51-75% 3 178 18.2 18.2

76% 이상 4 216 22.1 22.1

무응답 9 104 10.6 10.6

977 100.0 100.0

3-2. 귀하의 자녀를 주되게 양육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4. 귀하의 가계 수입 중 본인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3-1. 귀하의 자녀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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