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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남성 1 558        51.4 51.4

여성 2 527        48.6 48.6

1,084     100.0 100.0

age_re 응답자 연령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0~24세 1 541        49.9 49.9

25~29세 2 543        50.1 50.1

1,084     100.0 100.0

age 응답자 연령 (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0 세 20 91          8.4 8.4

21 세 21 114        10.5 10.5

22 세 22 115        10.6 10.6

23 세 23 122        11.3 11.3

24 세 24 99          9.1 9.1

25 세 25 121        11.2 11.2

26 세 26 103        9.5 9.5

27 세 27 141        13.0 13.0

28 세 28 112        10.3 10.3

29 세 29 66          6.1 6.1

1,084     100.0 100.0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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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 거주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서울 1 271        25.0 25.0

부산 2 86          8.0 8.0

대구 3 72          6.7 6.7

인천 4 66          6.1 6.1

광주 5 45          4.2 4.2

대전 6 45          4.1 4.1

울산 7 21          1.9 1.9

경기 8 228        21.0 21.0

강원 9 20          1.9 1.9

충북 10 30          2.8 2.8

충남 11 29          2.7 2.7

전북 12 37          3.4 3.4

전남 13 24          2.2 2.2

경북 14 38          3.5 3.5

경남 15 61          5.6 5.6

제주 16 7            .6 .6

세종 17 3            .3 .3

1,084     100.0 100.0

job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기업체 경영주 1 1            .1 .1

자영업주 2 8            .7 .7

전문직 3 55          5.1 5.1

사무직 5 164        15.1 15.1

서비스직 6 34          3.2 3.2

DQ3.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DQ2.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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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기능직 7 21          2.0 2.0

판매직 8 4            .4 .4

생산직 9 4            .4 .4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10 1            .1 .1

군인/경찰/소방관 11 18          1.7 1.7

학생 12 599        55.3 55.3

전업주부 13 6            .5 .5

일용직/노무직 14 10          1.0 1.0

무직/실업상태 15 146        13.5 13.5

기타 99 11          1.0 1.0

1,084     100.0 100.0

edu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중졸 이하 1 5            .5 .5

고졸 2 91          8.4 8.4

대재 3 545        50.2 50.2

대졸 이상 4 443        40.9 40.9

1,084     100.0 100.0

mar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미혼 1 1,067     98.4 98.4

기혼 2 17          1.6 1.6

1,084     100.0 100.0

DQ5.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DQ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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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00만원 미만 1 109        10.1 10.1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 237        21.9 21.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 203        18.7 18.7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 199        18.4 18.4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 107        9.9 9.9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 99          9.2 9.2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7 42          3.8 3.8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8 27          2.5 2.5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9 19          1.7 1.7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 8            .8 .8

1000만원 이상 11 33          3.1 3.1

1,084     100.0 100.0

sq1 응답자 연령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0대 1 1,084     100.0 100.0

sq2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1,084     100.0 100.0

DQ6. 귀하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SQ1.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SQ2. 귀하께서는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4



A1-2015-0004
청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조사, 2015

q1_1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1: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20        38.8 38.8

그렇다 1 664        61.2 61.2

1,084     100.0 100.0

q1_2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2: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16     93.7 93.7

그렇다 1 68          6.3 6.3

1,084     100.0 100.0

q1_3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3: 문화/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89        45.1 45.1

그렇다 1 596        54.9 54.9

1,084     100.0 100.0

q1_4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4: 사고 싶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471        43.4 43.4

그렇다 1 614        56.6 56.6

1,084     100.0 100.0

문1.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1)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거비는 제외)

문1.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4) 사고 싶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의류, 잡화, 전자기기 구입 등)

문1.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2)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문1.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3) 문화/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영화 및 공연 관람, 음주, 여행, 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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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5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5: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기 위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612        56.4 56.4

그렇다 1 473        43.6 43.6

1,084     100.0 100.0

q1_6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6: 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04        83.3 83.3

그렇다 1 181        16.7 16.7

1,084     100.0 100.0

q1_7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7: 어학원 등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10     93.2 93.2

그렇다 1 74          6.8 6.8

1,084     100.0 100.0

q1_8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8: 일반 대출금 상환을 위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56     97.3 97.3

그렇다 1 29          2.7 2.7

1,084     100.0 100.0

문1.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5)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기 위해

문1.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8) 일반 대출금 상환을 위해

문1.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6) 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문1.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7) 어학원 등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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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9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9: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68     98.5 98.5

그렇다 1 17          1.5 1.5

1,084     100.0 100.0

q1_et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9: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q2 연간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아르바이트 기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개월 이내 1 23          2.1 2.1

1개월 2 36          3.3 3.3

2~3개월 3 408        37.6 37.6

4~5개월 4 241        22.2 22.2

6개월 이상~1년 이내 5 300        27.6 27.6

1년 이상 6 77          7.1 7.1

1,084     100.0 100.0

q3 아르바이트 알선 경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인터넷 구직 사이트 1 760        70.0 70.0

SNS 2 5            .5 .5

생활 정보지 3 38          3.5 3.5

거리 전단지 4 31          2.8 2.8

친구(지인) 소개 5 193        17.8 17.8

구직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6 57          5.3 5.3

기타 99 1            .1 .1

1,084     100.0 100.0

문3. 아르바이트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하십니까?

문1.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9) 기타

문2. 아르바이트 기간은 연간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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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et 아르바이트 알선 경로: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q4_1 아르바이트 정보를 구할 때 주로 관심을 두는 정보1: 급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57        23.7 23.7

그렇다 1 827        76.3 76.3

1,084     100.0 100.0

q4_2 아르바이트 정보를 구할 때 주로 관심을 두는 정보2: 업무내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634        58.5 58.5

그렇다 1 450        41.5 41.5

1,084     100.0 100.0

q4_3 아르바이트 정보를 구할 때 주로 관심을 두는 정보3: 근무지 위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17        66.1 66.1

그렇다 1 367        33.9 33.9

1,084     100.0 100.0

q4_4 아르바이트 정보를 구할 때 주로 관심을 두는 정보4: 근무기간 및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648        59.7 59.7

그렇다 1 437        40.3 40.3

1,084     100.0 100.0

문4.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구할 경우에 주로 관심을 두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2가지
만 골라주십시오.
1) 급여

문4.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구할 경우에 주로 관심을 두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2가지
만 골라주십시오.
4) 근무 기간 및 시간

문4.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구할 경우에 주로 관심을 두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2가지
만 골라주십시오.
2) 업무 내용

문4.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구할 경우에 주로 관심을 두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2가지
만 골라주십시오.
3) 근무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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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5 아르바이트 정보를 구할 때 주로 관심을 두는 정보5: 고용주 신뢰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14     93.5 93.5

그렇다 1 71          6.5 6.5

1,084     100.0 100.0

q4_6 아르바이트 정보를 구할 때 주로 관심을 두는 정보6: 업무내용의 윤리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71     98.7 98.7

그렇다 1 14          1.3 1.3

1,084     100.0 100.0

q4_7 아르바이트 정보를 구할 때 주로 관심을 두는 정보7: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82     99.7 99.7

그렇다 1 3            .3 .3

1,084     100.0 100.0

q4_et 아르바이트 정보를 구할 때 주로 관심을 두는 정보7: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문4.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구할 경우에 주로 관심을 두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2가지
만 골라주십시오.
7) 기타

문4.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구할 경우에 주로 관심을 두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2가지
만 골라주십시오.
6) 업무 내용의 윤리성

문4.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구할 경우에 주로 관심을 두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2가지
만 골라주십시오.
5) 고용주 신뢰성 (임금 체불 위험성, 사기 피해 위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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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아르바이트 정보를 구할 때 용이한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그렇다 1 34          3.1 3.1

대체로 그런 편이다 2 461        42.5 42.5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522        48.1 48.1

전혀 그렇지 않다 4 68          6.3 6.3

1,084     100.0 100.0

q6 가장 믿을 만한 아르바이트 정보 경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인터넷 구직 사이트 1 433        39.9 39.9

SNS 2 9            .8 .8

생활 정보지 3 28          2.6 2.6

거리 전단지 4 7            .6 .6

친구(지인) 소개 5 518        47.7 47.7

구직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6 81          7.5 7.5

기타 99 9            .9 .9

1,084     100.0 100.0

q6_et 가장 믿을 만한 아르바이트 정보 경로: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q7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구인 정보를 신뢰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신뢰한다 1 18          1.7 1.7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2 626        57.7 57.7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3 426        39.3 39.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14          1.3 1.3

1,084     100.0 100.0

문5. 아르바이트 정보를 구할 경우에 근무 조건이나 업무 내용, 고용주 등에 대한
정보는 구하기 쉬운 편입니까?

문7.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고용주나 업체가 직접 제공한 구인 정보(근무 조건이나 업무 내
용, 고용주 관련 사항 등)를 얼마나 신뢰하는 편입니까?

문6.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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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구인정보를 검증하거나 확인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별도의 확인을 항상 한다 1 102        9.4 9.4

별도의 확인을 어느 정도 하는 편이다 2 425        39.2 39.2

별도의 확인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3 465        42.9 42.9

별도의 확인은 하지 않는다 4 93          8.5 8.5

1,084     100.0 100.0

q9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지인에게 받은 정보를 신뢰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신뢰한다 1 143        13.2 13.2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2 862        79.5 79.5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3 70          6.5 6.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10          .9 .9

1,084     100.0 100.0

q10 지인에게 받은 정보를 검증하거나 확인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별도의 확인을 항상 한다 1 71          6.5 6.5

별도의 확인을 어느 정도 하는 편이다 2 386        35.6 35.6

별도의 확인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3 486        44.8 44.8

별도의 확인은 하지 않는다 4 142        13.0 13.0

1,084     100.0 100.0

문10. 아르바이트 정보를 구할 때 친구 등 지인을 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
도로 검증하거나 확인하는 편입니까?

문8. 아르바이트 정보를 구할 때 고용주나 업체가 직접 제공한 구인 정보(근무 조건이나 업
무 내용, 고용주 관련 사항 등)를 별도로 검증하거나 확인하는 편입니까?

문9.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친구 등 지인을 통한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는 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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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업무내용이나 고용주의 정보가 불확실해도 근무조건이 좋으면 할 의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431        39.7 39.7

아니오 2 654        60.3 60.3

1,084     100.0 100.0

q12 (아르바이트 할 의향이 있는 경우) 월급여 기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00만원 미만 1 21          2.0 5.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 201        18.5 46.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 152        14.0 35.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 45          4.2 10.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 3            .3 .6

500만원 이상 6 9            .8 2.0

비해당 -1 654        60.3

1,084     100.0 100.0

q13 법적처벌의 위험성이 있어도 근무조건이 좋으면 할 의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64          5.9 5.9

아니오 2 1,020     94.1 94.1

1,084     100.0 100.0

문13. 만약 급여 등 근무 조건이 좋고, 급여 지급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다면 업무 내용이 벌
금 등 법적 처벌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12. 그렇다면 월 급여를 기준으로 얼마 이상일 때 업무 내용이나 고용주에 대한 정보가 불
확실하더라도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11. 만약 급여 등 근무 조건이 좋고, 급여 지급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다면 업무  내용이나
고용주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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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아르바이트 할 의향이 있는 경우) 법적처벌 위험성 있는 아르바이트의 월급여 기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00만원 미만 1 1            .1 2.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 12          1.1 18.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 25          2.3 39.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 11          1.0 17.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 5            .5 8.3

500만원 이상 6 9            .8 13.3

비해당 -1 1,020     94.1

1,084     100.0 100.0

q15 통장대여, 인출 및 송금, 대출알선 아르바트를 할 의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22          2.0 2.0

아니오 2 1,062     98.0 98.0

1,084     100.0 100.0

q1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00만원 미만 1 1            .1 5.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 2            .2 11.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 7            .6 31.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 8            .7 35.9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 1            .1 4.4

500만원 이상 6 3            .2 11.7

비해당 -1 1,062     98.0

1,084     100.0 100.0

문15. 만약 급여 등 근무 조건이 좋고, 급여 지급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다면 통장 대여, 인출
및 송금, 대출 알선 텔레마케터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16. 그렇다면 월 급여를 기준으로 얼마 이상일 때 통장 대여, 인출 및 송금, 대출 알선 텔
레마케터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14. 그렇다면 월 급여를 기준으로 얼마 이상일 때 법적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할 의향이 있
습니까?

(아르바이트 할 의향이 있는 경우) 통장대여, 인출 및 송금, 대출알선 아르바이트의 월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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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고수익, 고위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64          5.9 5.9

아니오 2 1,021     94.1 94.1

1,084     100.0 100.0

q18 (경험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종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공사장, 공장, 조선소 1 37          3.4 58.0

상하차 물류창고 2 3            .3 4.7

의약품 신체 실험 관련 피험자 3 14          1.3 21.6

유흥업소 종사자 4 6            .6 9.6

다단계 판매원 5 3            .3 4.6

기타 99 1            .1 1.4

비해당 -1 1,021     94.1

1,084     100.0 100.0

q18_et (경험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종류: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문17. 귀하께서는 고수익, 고위험 아르바이트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수익, 고위험 아르바이트란 공사장, 유흥업소, 의약품 신체실험 대상자, 유흥업소, 다단
계 판매, 통장대여 및 대출 알선 등과 같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높은   급여가 기대
되는 반면 신체적ᆞ정신적ᆞ법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아르바이트를 말합니다)

문18. 그렇다면 다음 중 어떤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둘 이상일 경우 가장 경험이 많은 아르바이트를 응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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