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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거주 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부천 1 100 25.0 25.0

안산 2 100 25.0 25.0

고양 3 100 25.0 25.0

의정부 4 100 25.0 25.0

400 100.0 100.0

sq1 응답자 연령

==> 데이터와 아래 재분류 변수 참조

sq1_r 응답자 연령(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0대 2 7 1.8 1.8

30대 3 73 18.3 18.3

40대 4 175 43.8 43.8

50세 이상 5 144 36.0 36.0

무응답 9 1 .3 .3

400 100.0 100.0

q1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알게된 경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홍보물을 통해 1 63 15.8 15.8

길거리 플랫카드를 통해 2 14 3.5 3.5

시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3 71 17.8 17.8

지역신문을 통해 4 54 13.5 13.5

아는 사람을 통해 5 182 45.5 45.5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를 통해 6 15 3.8 3.8

센터근처에 살아서 7 1 .3 .3

400 100.0 100.0

SQ1. 귀하의 연세는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문1. 귀하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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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취미 교양활동을 위해서 1 72 18.0 18.0

직업훈련을 받아 취, 창업하기 위해서 2 197 49.3 49.3

일(소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3 85 21.3 21.3

정서적 지지가 되기 때문에 4 44 11.0 11.0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서 6 1 .3 .3

강의가 좋아서 7 1 .3 .3

400 100.0 100.0

q3a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1: 직업능력훈련교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74 43.5 43.5

그렇다 1 226 56.5 56.5

400 100.0 100.0

q3b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2: 사회문화교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285 71.3 71.3

그렇다 1 115 28.8 28.8

400 100.0 100.0

q3c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3: 취업지원 및 알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12 78.0 78.0

그렇다 1 88 22.0 22.0

400 100.0 100.0

문2. 귀하가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이용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3. 귀하가 이용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
오.
① 직업능력훈련교육

문3. 귀하가 이용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
오.
② 사회문화교육(애니어그램, 집단상담, 체육, 노후준비 프로그램 등)

문3. 귀하가 이용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
오.
③ 취업지원 및 알선(구직상담, 취업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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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d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4: 여성근로자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55 88.8 88.8

그렇다 1 45 11.3 11.3

400 100.0 100.0

q3e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5: 자조모임 또는 동아리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49 87.3 87.3

그렇다 1 51 12.8 12.8

400 100.0 100.0

q3f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6: 여성근로자 권익증진사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87 96.8 96.8

그렇다 1 13 3.3 3.3

400 100.0 100.0

q3g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7: 일/가정양립지원 서비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379 94.8 94.8

그렇다 1 21 5.3 5.3

400 100.0 100.0

문3. 귀하가 이용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
오.
④ 여성근로자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야유회, 가족문화체험 등)

문3. 귀하가 이용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
오.
⑤ 자조모임 또는 동아리활동

문3. 귀하가 이용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
오.
⑥ 여성근로자 권익증진사업(노동법 상담 등)

문3. 귀하가 이용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
오.
⑦ 일/가정양립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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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여성근로자복지센터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불만족 1 1 .3 .3

불만족 2 6 1.5 1.5

보통 3 68 17.0 17.0

만족 4 214 53.5 53.5

매우 만족 5 111 27.8 27.8

400 100.0 100.0

q4_1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프로그램 전반적 운영의 미흡 1 2 .5 28.6

프로그램 질(강사)이 미흡 2 5 1.3 71.4

비해당 -1 393 98.3

400 100.0 100.0

q5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성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교육기관 1 87 21.8 21.8

여성을 위한 사회문화교육기관 2 81 20.3 20.3

여성근로자 권익증진 및 지원기관 3 41 10.3 10.3

여성을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기관 4 87 21.8 21.8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및 알선 기관 5 103 25.8 25.8

무응답 9 1 .3 .3

400 100.0 100.0

문5. 귀하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어떤 성격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4. 귀하가 이용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문4-1. 만족하시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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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1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평가1: 일을 정확하게 처리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5 .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2 3.0 3.0

보통이다 3 93 23.3 23.3

그런 편이다 4 129 32.3 32.3

매우 그렇다 5 164 41.0 41.0

400 100.0 100.0

q6_2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평가2: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 1.0 1.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2 5.5 5.5

보통이다 3 117 29.3 29.3

그런 편이다 4 131 32.8 32.8

매우 그렇다 5 126 31.5 31.5

400 100.0 100.0

q6_3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평가3: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 .8 .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4 3.5 3.5

보통이다 3 63 15.8 15.8

그런 편이다 4 109 27.3 27.3

매우 그렇다 5 211 52.8 52.8

400 100.0 100.0

문6. 아래의 내용에 대한 생각을 1번‘전혀 그렇지 않다’2번 '그렇지 않은 편이다' 3번 '보
통이다' 4번 '그런 편이다' 5번 '매우 그렇다' 중 하나로 말씀해 주십시오.
1)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일을 정확하게 처리한다

문6. 아래의 내용에 대한 생각을 1번‘전혀 그렇지 않다’2번 '그렇지 않은 편이다' 3번 '보
통이다' 4번 '그런 편이다' 5번 '매우 그렇다' 중 하나로 말씀해 주십시오.
2)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나다

문6. 아래의 내용에 대한 생각을 1번‘전혀 그렇지 않다’2번 '그렇지 않은 편이다' 3번 '보
통이다' 4번 '그런 편이다' 5번 '매우 그렇다' 중 하나로 말씀해 주십시오.
3)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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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4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평가4: 친절하며 항상 고객중심으로 움직인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 1.0 1.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3 3.3 3.3

보통이다 3 64 16.0 16.0

그런 편이다 4 114 28.5 28.5

매우 그렇다 5 205 51.3 51.3

400 100.0 100.0

q6_5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평가5: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기관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 1.5 1.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16 4.0 4.0

보통이다 3 68 17.0 17.0

그런 편이다 4 101 25.3 25.3

매우 그렇다 5 209 52.3 52.3

400 100.0 100.0

q6_6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평가6: 혜택을 많이 보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7 4.3 4.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54 13.5 13.5

보통이다 3 130 32.5 32.5

그런 편이다 4 94 23.5 23.5

매우 그렇다 5 105 26.3 26.3

400 100.0 100.0

문6. 아래의 내용에 대한 생각을 1번‘전혀 그렇지 않다’2번 '그렇지 않은 편이다' 3번 '보
통이다' 4번 '그런 편이다' 5번 '매우 그렇다' 중 하나로 말씀해 주십시오.
6) 나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통해 혜택을 많이 보았다

문6. 아래의 내용에 대한 생각을 1번‘전혀 그렇지 않다’2번 '그렇지 않은 편이다' 3번 '보
통이다' 4번 '그런 편이다' 5번 '매우 그렇다' 중 하나로 말씀해 주십시오.
4)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친절하며 항상 고객중심으로 움직인다

문6. 아래의 내용에 대한 생각을 1번‘전혀 그렇지 않다’2번 '그렇지 않은 편이다' 3번 '보
통이다' 4번 '그런 편이다' 5번 '매우 그렇다' 중 하나로 말씀해 주십시오.
5)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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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방문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버스 1 229 57.3 57.3

지하철 2 8 2.0 2.0

승용차 3 85 21.3 21.3

걸어서 4 67 16.8 16.8

자전거 5 7 1.8 1.8

기타 6 4 1.0 1.0

400 100.0 100.0

q7_1h 여성근로자복지센터까지 소요시간(시간)

==> 데이터와 아래 재분류 변수 참조

q7_1m 여성근로자복지센터까지 소요시간(분)

==> 데이터와 아래 재분류 변수 참조

q7_1 여성근로자복지센터까지 소요시간

==> 데이터와 아래 재분류 변수 참조

q7_1r 여성근로자복지센터까지 소요시간(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5분 이내 1 166 41.5 41.5

16분~30분 이내 2 165 41.3 41.3

30분 초과 3 68 17.0 17.0

무응답 9 1 .3 .3

400 100.0 100.0

문7. 귀하가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방문할 때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주로 무엇입니까?

문7-1. 여성근로자복지센터까지 소요시간은 몇시간 몇 분정도 됩니까?
 _____시간 _____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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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여성근로자복지센터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음 1 169 42.3 42.3

없음 2 158 39.5 39.5

잘 모르겠음 3 73 18.3 18.3

400 100.0 100.0

q8_1a (시설이 있는 경우) 명칭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여성인력개발센터 1 16 4.0 9.5

근로자 복지회관 2 6 1.5 3.6

노동복지회관 3 3 .8 1.8

여성문화센터 4 2 .5 1.2

여성청소년 문화센터 5 2 .5 1.2

복사골센터 6 2 .5 1.2

신세계 케어나눔센터 7 1 .3 .6

여성비전센터 8 7 1.8 4.1

여성근로자센터 9 2 .5 1.2

한국여성개발원 10 1 .3 .6

여성문화회관 11 1 .3 .6

여성능력개발 12 1 .3 .6

문화의 집 14 1 .3 .6

문화센터 15 5 1.3 3.0

여성회관 16 22 5.5 13.0

장애복지관 17 1 .3 .6

직업평생교육원 18 1 .3 .6

푸른여성기관 19 1 .3 .6

아이참사랑 20 1 .3 .6

카톨릭대학교 21 1 .3 .6

경기여성인력개발 22 1 .3 .6

문8. 귀하 주변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문8-1. 그 기관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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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문화센터 23 1 .3 .6

도봉문화센터 24 1 .3 .6

고양어울림누리 25 2 .5 1.2

고양시 재활체육과 26 1 .3 .6

일산 종합사회복지관 27 2 .5 1.2

시청 28 2 .5 1.2

YWCA 29 16 4.0 9.5

YMCA 30 6 1.5 3.6

시립도서관 31 1 .3 .6

인권여성의 광장 34 1 .3 .6

건강가정지원센터 37 1 .3 .6

경기여성취업지원센터 38 1 .3 .6

북부여성센터 39 1 .3 .6

직업전문학교 40 1 .3 .6

리스타트 45 1 .3 .6

소사구 구민체육관 70 1 .3 .6

고강본동 동사무소 71 1 .3 .6

주민센터 72 11 2.8 6.5

복지관 73 4 1.0 2.4

자치센터 74 1 .3 .6

본오동 복지과 75 1 .3 .6

산업복지관 76 1 .3 .6

고용보험 77 2 .5 1.2

심층대학 78 1 .3 .6

요양센터 79 1 .3 .6

백화점 문화센터 84 1 .3 .6

사회복지시설 85 1 .3 .6

포천시청 87 1 .3 .6

남양주시 평생교육학습원 88 1 .3 .6

구로구청 89 1 .3 .6

교회 97 1 .3 .6

모름/무응답 99 23 5.8 13.6

비해당 -1 231 57.8

4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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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1b (시설이 있는 경우) 명칭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여성인력개발센터 1 4 1.0 2.4

근로자 복지회관 2 2 .5 1.2

여성청소년 문화센터 5 1 .3 .6

복사골센터 6 1 .3 .6

여성비전센터 8 2 .5 1.2

문화의 집 14 1 .3 .6

문화센터 15 1 .3 .6

YWCA 29 2 .5 1.2

YMCA 30 1 .3 .6

관공서 시설 86 1 .3 .6

없음 98 130 32.5 76.9

모름/무응답 99 23 5.8 13.6

비해당 -1 231 57.8

400 100.0 100.0

q8_1c (시설이 있는 경우) 명칭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YWCA 29 1 .3 .6

없음 98 145 36.3 85.8

모름/무응답 99 23 5.8 13.6

비해당 -1 231 57.8

400 100.0 100.0

문8-1. 그 기관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문8-1. 그 기관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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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2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1 10 2.5 5.9

시간대가 적합하기 때문에 2 26 6.5 15.4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3 31 7.8 18.3

집이나 직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4 25 6.3 14.8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5 26 6.5 15.4

강사진이 우수해서 7 1 .3 .6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8 17 4.3 10.1

정보가 빨라서 9 1 .3 .6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라서 10 2 .5 1.2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11 14 3.5 8.3

신뢰할 수 있어서 12 4 1.0 2.4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13 3 .8 1.8

프로그램이 무료라서 14 1 .3 .6

취업이 잘돼서 15 1 .3 .6

복지관의 단체교육으로 21 1 .3 .6

다른 곳을 잘 몰라서 22 3 .8 1.8

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23 1 .3 .6

주위에서 추천해서 24 2 .5 1.2

비해당 -1 231 57.8

400 100.0 100.0

q9_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필요없음 1 1 .3 .3

별로 필요없음 2 7 1.8 1.8

보통 3 58 14.5 14.5

약간 필요함 4 96 24.0 24.0

매우 필요함 5 238 59.5 59.5

400 100.0 100.0

문8-2. 다른 기관이 있음에도 특별히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9.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말씀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필
요한지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
1) 일/가정양립지원 서비스 개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1: 일 가정 양립 지원서비스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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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2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2: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별로 필요없음 2 7 1.8 1.8

보통 3 36 9.0 9.0

약간 필요함 4 112 28.0 28.0

매우 필요함 5 245 61.3 61.3

400 100.0 100.0

q9_3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3: 사회문화 프로그램 개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별로 필요없음 2 9 2.3 2.3

보통 3 69 17.3 17.3

약간 필요함 4 110 27.5 27.5

매우 필요함 5 212 53.0 53.0

400 100.0 100.0

q9_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필요없음 1 1 .3 .3

별로 필요없음 2 6 1.5 1.5

보통 3 51 12.8 12.8

약간 필요함 4 83 20.8 20.8

매우 필요함 5 259 64.8 64.8

400 100.0 100.0

문9.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말씀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필
요한지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
2)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문9.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말씀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필
요한지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
3) 사회문화 프로그램 개발

문9.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말씀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필
요한지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
4) 취업정보(알선) 제공기능 강화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4: 취업정보(알선) 제공 기능 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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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필요없음 1 2 .5 .5

별로 필요없음 2 9 2.3 2.3

보통 3 79 19.8 19.8

약간 필요함 4 112 28.0 28.0

매우 필요함 5 198 49.5 49.5

400 100.0 100.0

q9_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별로 필요없음 2 5 1.3 1.3

보통 3 55 13.8 13.8

약간 필요함 4 100 25.0 25.0

매우 필요함 5 240 60.0 60.0

400 100.0 100.0

q9_7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필요없음 1 1 .3 .3

별로 필요없음 2 7 1.8 1.8

보통 3 63 15.8 15.8

약간 필요함 4 90 22.5 22.5

매우 필요함 5 239 59.8 59.8

400 100.0 100.0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6: 여성노동자 권익증진 프로그
램 강화

문9.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말씀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필
요한지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
6) 여성노동자 권익증진 프로그램 강화

문9.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말씀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필
요한지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
7) 여성근로자 및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7: 여성근로자 및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문9.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말씀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필
요한지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
5) 취미/교양 정보제공 기능 강화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5: 취미 교양정보 제공 기능 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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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8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필요없음 1 7 1.8 1.8

별로 필요없음 2 25 6.3 6.3

보통 3 69 17.3 17.3

약간 필요함 4 134 33.5 33.5

매우 필요함 5 165 41.3 41.3

400 100.0 100.0

q9_9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9: 공간 및 시설 확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필요없음 1 3 .8 .8

별로 필요없음 2 17 4.3 4.3

보통 3 66 16.5 16.5

약간 필요함 4 96 24.0 24.0

매우 필요함 5 216 54.0 54.0

무응답 9 2 .5 .5

400 100.0 100.0

q9_10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10: 직원서비스 개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 필요없음 1 16 4.0 4.0

별로 필요없음 2 21 5.3 5.3

보통 3 110 27.5 27.5

약간 필요함 4 107 26.8 26.8

매우 필요함 5 146 36.5 36.5

400 100.0 100.0

문9.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말씀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필
요한지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
8) 일하는 여성을 위한 자조모임 또는 동아리 모임 활성화

문9.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말씀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필
요한지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
9) 공간 및 시설 확충

문9.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말씀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필
요한지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
10) 직원 서비스 개선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8: 일하는 여성을 위한 자조모임
또는 동아리모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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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a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희망사항1

==> 변수값 설명 없음

q10b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희망사항2

==> 변수값 설명 없음

q10c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희망사항3

==> 변수값 설명 없음

q11 현재 일을 하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예 1 249 62.3 62.3

아니오 2 151 37.8 37.8

400 100.0 100.0

q11_1 고용형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계약직 1 68 17.0 27.3

시간제 2 64 16.0 25.7

일용직 3 22 5.5 8.8

정규직 6 70 17.5 28.1

자영업 7 25 6.3 10.0

비해당 -1 151 37.8

400 100.0 100.0

문10. 기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희망사항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10. 기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희망사항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11. 현재 경제적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문11-1. 귀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문10. 기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희망사항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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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_2 현재 직장에서 하시는 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사무종사자 1 94 23.5 37.8

판매종사자 2 24 6.0 9.6

서비스 종사자 3 89 22.3 35.7

단순노무 종사자 4 32 8.0 12.9

보육 및 학습지 교사 6 10 2.5 4.0

비해당 -1 151 37.8

400 100.0 100.0

q11_3 월평균 소득

==> 데이터와 아래 재분류 변수 참조

q11_3r 월평균 소득(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50만원 미만 1 18 4.5 7.2

50~100만원 미만 2 74 18.5 29.7

100~150만원 미만 3 62 15.5 24.9

150~250만원 미만 4 50 12.5 20.1

250만원 이상 5 14 3.5 5.6

무응답 9 31 7.8 12.4

비해당 -1 151 37.8

400 100.0 100.0

q12 앞으로 1년 이내에 취업할 의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음 1 107 26.8 70.9

없음 2 44 11.0 29.1

비해당 -1 249 62.3

400 100.0 100.0

문11-2. 귀하가 현재 직장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종류의 일입니까?

문11-3. 현재 일을 하시는 곳에서 월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문12. (비취업자만) 앞으로 1년 이내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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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_1 희망하는 일자리를 통해 기대하는 소득

==> 데이터와 아래 재분류 변수 참조

q12_1r 희망하는 일자리를 통해 기대하는 소득(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50~100만원 미만 2 9 2.3 8.4

100~150만원 미만 3 52 13.0 48.6

150~250만원 미만 4 41 10.3 38.3

250만원 이상 5 3 .8 2.8

무응답 9 2 .5 1.9

비해당 -1 293 73.3

400 100.0 100.0

q12_2 지난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알아본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음 1 50 12.5 46.7

없음 2 57 14.3 53.3

비해당 -1 293 73.3

400 100.0 100.0

q12_3 일하시고 싶으면서도, 일자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 18 4.5 31.6

아이(부모님)를 돌봐야 해서 2 21 5.3 36.8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중이라서 3 8 2.0 14.0

건강문제, 장애 등으로 일하기 어려워서 4 6 1.5 10.5

(기혼)여성이라 취업이 될 것 같지 않아서 5 3 .8 5.3

구직정보를 잘 몰라서 8 1 .3 1.8

비해당 -1 343 85.8

400 100.0 100.0

문12-2. 지난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12-3. 일하시고 싶으면서도, 일자리를 알아보지 못하신 이유를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문12-1. 귀하가 희망하는 일자리를 통해 수입은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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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1 응답자 최종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중졸 이하 1 46 11.5 11.5

고졸 2 187 46.8 46.8

대졸 이상 3 160 40.0 40.0

무응답 9 7 1.8 1.8

400 100.0 100.0

DQ2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기혼 1 349 87.3 87.3

이혼 2 22 5.5 5.5

사별 3 11 2.8 2.8

미혼 4 15 3.8 3.8

무응답 9 3 .8 .8

400 100.0 100.0

DQ3 자녀 유무 및 자녀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없음 0 55 13.8 13.8

1 명 1 64 16.0 16.0

2 명 2 244 61.0 61.0

3 명 3 33 8.3 8.3

4 명 4 3 .8 .8

6 명 6 1 .3 .3

400 100.0 100.0

DQ1. 최종학력

DQ2. 혼인상태

DQ3. 자녀 유무  _____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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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4 월평균 가구소득

==> 데이터와 아래 재분류 변수 참조

DQ4r 월평균 가구소득(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50만원 미만 1 53 13.3 13.3

150~250만원 미만 2 55 13.8 13.8

250~350만원 미만 3 72 18.0 18.0

350~450만원 미만 4 56 14.0 14.0

450만원 이상 5 67 16.8 16.8

무응답 9 97 24.3 24.3

400 100.0 100.0

DQ5 월평균 가구지출

==> 데이터와 아래 재분류 변수 참조

DQ5r 월평균 가구지출(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50만원 미만 1 56 14.0 14.0

150~250만원 미만 2 77 19.3 19.3

250~350만원 미만 3 91 22.8 22.8

350~450만원 미만 4 50 12.5 12.5

450만원 이상 5 40 10.0 10.0

무응답 9 86 21.5 21.5

400 100.0 100.0

DQ5. 월평균 가구지출

DQ4. 월평균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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