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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31주요 내용 
1.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소비,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다 
2.  ①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171개국 28,039명 
     ②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헪���

http://www.mhdata.or.kr
mailto:mhdata@mhdata.or.kr
http://www.mhdata.or.kr
mailto:mhdata@mhdata.or.kr


당신이 마트에 갔다. 달걀을 고르는데 좁은 공장식 사육 환경에서 키운 닭이 낳은 일반 달걀과 
쾌적한 사육 환경과 불필요한 고통 및 스트레스를 줄인 환경에서 키운 동물복지인증 달걀이 
있다. 그런데 동물복지인증 달걀이 더 비싸다. 당신은 동물복지인증 달걀을 사겠습니까?  
당신이 커피숍에 갔다. 커피를 주문해서 마시는데 그 커피숍의 원두가 공정 무역을 통해 수입
된 원두라고 한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 당신은 다음에 그 커피숍을 또 가겠습니까?  
당신이 라면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갔다. 당신은 A사 라면이 입에 딱 맞아서 오랫동안 즐겨 먹었
다. 그런데 B사가 세금도 잘 내고 직원 복지도 좋다고 한다. 가격은 차이 없다! 당신은 입에 길
들여진 A사 라면 대신에 B사 라면을 사겠습니까?  

위 질문에 당신이 ‘예’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착한 소비’를 한 것이다. 
사실 소비 자체가 착하고 악한 것은 없을 것이다. 단지 그 소비가 선한 결과를 낳는지 악한 
결과를 낳는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착한 소비란 내가 일상적인 소비 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추가 비용 부담을 하
면서도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상품 및 공정무역 상품, 
사회적 약자 생산품 등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비윤리적 기업에 반대하
는 소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착한 소비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소비자 측면에서
의 활동이다 
 
이번 [넘버스] 32호에서는 착한 소비가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2020 대한민국 트렌드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소비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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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그런데 요즘은 소비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특
별한 움직임이 있다. 자신의 소비가 기왕이면 ‘남을 돕는 데 쓰이면 뿌듯함을 느낀다’(84%)고 한다. 심지어 소비
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있다’(71%)고 한다. 타인의 행복을 도우려는 소비 행위, ‘착한 소비’ 가 새로운 트렌드다.

[그림] 소비에 대한 자기 인식(동의율) (%)

� 소비자의 71%,  
‘나의 소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면 행복하다’

*자료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9 착한 소비 활동 및 SNS 기부 캠페인 관련 조사’, 2019. 6  
                (전국 16~64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착한 소비는 소수 사람들만 하는 행위가 아니다. ’착한 소비’가 ‘많아진 것 같다’에 10명 중 거의 8명이 동의
할 정도로 뚜렷하게 사회 전체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 또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따지는 요즘 소비 행태에서 ‘가격보다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
에 2명 중 1명이 동의하고 있다. 착한 소비가 양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숙도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착한 소비에 대한 인식(동의율)

78%

요즘에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개념 있는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

(%)

55%

요즘 소비자들은 
가격보다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료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9 착한 소비 활동 및 SNS 기부 캠페인 관련 조사’, 2019. 6  
                (전국 16~64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착한 소비’가 증가한다 78%

19%

착한 소비는  
반짝 유행에 그칠 것 같다

71%

나의 소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84%

나의 소비가 남을 돕는 데 
쓰이는 것은  
뿌듯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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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식은 실제 소비 활동에 그대로 반영된다. 실제 착한 소비 활동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49%)과 대형 마트로부터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래시장(전통
시장)을 이용한 것’(48%)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공정 무역 제품 구매’(25%), ‘장애우/환우가 만든 제품 구매’(23%), ‘사회적 약자(예, 노숙자)
가 만든 제품 구매’(17%)처럼 더 적극적인 ‘착한 소비’ 활동은 아직까지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직접 참여한 착한 소비, ‘친환경 제품 구매’ 49%

� 착한 소비의 대표적 행동,  
‘친환경 제품 구매’ 55%

• 그렇다면 사람들은 ‘착한 소비’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까?  ‘친환경적인 소비’를 대표적인 ‘착한 소비’라고 
응답하고 있다(55%). 그 다음으로 ‘타인을 돕는 소비’(38%),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비’(35%), ‘빈
곤/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소비’(35%) 등 남을 직접적으로 돕는 의미가 있는 소비를 ‘착한 소비’라고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기업에 반대하는 소비, 그래서 기업에게 윤리적 활동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소비도 
‘착한 소비’로 인식하고 있다(30%).

[그림] 착한 소비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소비 활동(중복 응답)

친환경적인(환경을 해치지 않는) 소비
타인을 돕는 소비

유통 단계에서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 소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비

빈곤/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소비
제품의 정상 가격을 제대로 지불하는 소비

비윤리적 기업에 반대하는 소비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소비 30

30
33
35
35
36
38

55

(%) 

*자료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9 착한 소비 활동 및 SNS 기부 캠페인 관련 조사’, 2019. 6  
                (전국 16~64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그림] 직접 참여해 본 착한 소비 활동(중복 응답)

친환경 제품 구매

재래시장(전통시장) 이용

동네 작은 규모의 상점/소매점에서 물품 구매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식품 구매

공정무역(Fair Trade) 제품 구매

장애우/환우가 만든 제품 구매

사회적 약자(예, 노숙인)가 만든 제품 구매 17
23
25
26
31

48
49

(%) 

*자료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9 착한 소비 활동 및 SNS 기부 캠페인 관련 조사’, 2019. 6  
                (전국 16~64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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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가격이나 편리성의 손해를 무릅쓰고 ‘착한 소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을 돕고 싶은 마
음’(54%)이 그 이유라고 한다. 그렇지만 남을 돕는 일이 어렵다면 실제 행동할 수 있을까? 착한 소비는 별
다른 노력 없이 자신이 기왕에 하는 소비 활동을 통해서 남을 ‘쉽게 돕는 방법’(44%)이며 거창하지 않게 하
는 ‘작게 도울 수 있는 방법’(44%)이므로 어렵지 않게 ‘착한 소비’에 나설 수 있다.

[그림] 착한 소비 활동 참여 이유(중복 응답)

� 착한 소비 활동,  
‘기왕이면 남을 돕고 싶어서’ 54%

(%)

• ‘착한 소비’는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를 권장하는 기업을 ‘다르게 느
끼고’(73%), 그런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65%)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착한 소비’라는 기준이 기
업의 이미지를 좋게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림] 착한 소비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인식(동의율)

� 착한 소비,  
‘기업 이미지 좌우한다’ 73%

(%)

기왕이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해보고 싶어서

비교적 남을 도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되서

작게나마 이웃을 돕기 위해서

심리적 만족감 때문에

개념있는 행동을 하고 싶어서

저렴한 제품이라서

사회적 의무라 생각되서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

남들에게 조금이나마 모범을 보이기 위해 12
16
18
20
20
22

44
44

54

*자료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9 착한 소비 활동 및 SNS 기부 캠페인 관련 조사’, 2019. 6  
                (전국 16~64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73%

착한 소비를 권장하는 기업은 
조금 다르게 보인다

65%

착한 소비를 권장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

*자료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9 착한 소비 활동 및 SNS 기부 캠페인 관련 조사’, 2019. 6  
                (전국 16~64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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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나 기업 제품을 불매하는 이유를 보면, ‘비위생적/비윤리적 생산’(55%)을 하거
나, ‘친일 행동’(51%), ‘협력 업체 갑질’(50%), ‘횡령/부정부패 비리’(47%)를 하는 등 비윤리적 기업으로 
드러날 경우 불매 행동에 나서서 기업의 행태를 고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제품 불매 이유, ‘비윤리적/비위생적 생산’ 55%

[그림] 불매 경험(동의율) (%)

비윤리적/ 
비위생적 
생산

친일  
행동

협력 업체 
갑질 이슈

횡령 
부정  
부패 
비리

기업 내 
직원 간 
갑질 이슈

성 관련 
이슈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등  
직원 하대

동물  
실험

20

37
444447505155

• 착한 소비 활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소비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착한 소
비 활동이 필요하다’(76%)고 하고 있으며, ‘실천에 옮기는 소비자가 많아질 것’(68%)으로 예상하고 있
다. 또한 ‘착한 소비가 소비 활동의 중요 기준이 될 것’(55%)으로 보고 있으며, 소비자 10명 중 3명은 앞
으로 ‘착한 소비 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될 것’(31%)이라고 전망했다.  

• 소비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자신도 ‘착한 소비 활동에 동참할 의사’(64%)를 보이고 있다.

[그림] 착한 소비 필요성(동의율) (%)

37

불매하는 브랜드나 
기업이 있다

[그림] 불매 하는 이유(중복 응답) (%)

*자료출처 : 틸리언프로, ‘착한 소비는 왜 통할까’, 2018. 12(www.smcncad.com). 
                (전국 20~59세 남녀 1739명, 온라인 조사)

� 착한 소비 활동 
‘반드시 필요하다’ 76%

76%

현대 사회에선  
‘착한 소비’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68%

앞으로 ‘착한 소비’를 
실천에 옮기는  

소비자가 많아질 것이다

*자료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9 착한 소비 활동 및 SNS 기부 캠페인 관련 조사’, 2019. 6  
                (전국 16~64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64%

‘착한 소비’  
활동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

55%

‘착한 소비’가  
소비 활동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림] 착한 소비 의향

졷섾핂�펾묺콚�훊맒�읺 �����샎짊묻�엚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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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mcnc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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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소비’가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다고 해서 ‘착한 소비를 마케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
계해야 한다.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착한 소비를 내 걸고 노골적인 상업 마케팅이 심해지며’(63%), 그래
서 ‘착한 소비의 본질을 훼손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다’(59%)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2명 중 1명 
이상이 ‘착한 소비 활동으로 도움을 받는 수혜자가 있을지 의심이 든다’(56%)고 응답하였다.  

• 이러한 의심 때문에 착한 소비를 주저한 경험(66%)이 있다. 그만큼 착한 소비 활동에 동의하면서도 행동
에 나서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 그러므로 착한 소비로 인해 실제 어떤 혜택을 누가 받았는지가 명확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요구(84%)를 대다수 소비자가 하고 있다. 

[그림] 착한 소비에 대한 의구심(상위 5위, 중복 응답)

� 착한 소비에 대한 의구심 증가, 
‘착한 소비를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것 심해진다’ 63%

(%)

*자료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9 착한 소비 활동 및 SNS 기부 캠페인 관련 조사’, 2019. 6  
                (전국 16~64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84

66

56

59

63요즘은 착한 소비라는 명목 하에 노골적인 상업 마케팅이 심해진거 같다 

요즈음 착한 소비의 본질을 훼손하는 기업이 많은 거 같다 

나는 여전히 착한 소비 활동으로 도움을 받는  
수혜자가 있을지 의심이 든다 

나는 착한 소비 활동 자체를 주저하게 된 경험이 있다 

착한 소비로 인해 실제 어떤 혜택을  
누가 받았는지가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 착한 소비에 대한 의구심이 높다 보니 향후에 착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착한 소비 과
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해야 한다’는 요구(51%)와 ‘실제 수혜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39%)  등 투명성 
요구가 많았다.  

• 그 다음으로  ‘품질 개선’(50%)와 ‘착한 소비와 관련 상품/제품의 다양화’(47%)이 중요하다는 의견 역시 
많았는데, 이는 착한 소비가 대의명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착한 소비 활성화 방안(상위 6위, 중복 응답) (%)

*자료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9 착한 소비 활동 및 SNS 기부 캠페인 관련 조사’, 2019. 6  
                (전국 16~64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착한 소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착한 소비와 관련한 상품/제품의 품질 개선

착한 소비와 관련한 상품/제품 다양화

착한 소비 관련 상품/제품 판매처 다양화 

실제 수혜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착한 소비 관련 홍보 채널(미디어)의 다양화 34
39
43
47
50
51

• 착한 소비 활성화 방안, ‘착한 소비 과정에 투명한 공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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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참 거창해서 부담스럽다. 왠지 큰 희생을 치러야 할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은 
나설 수 없는 영역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담없이, 손쉽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내가 일상에서 늘 하는 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 바로 ‘착한 소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소비 없
는 생활을 상상해 보라. 절대 가능하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개인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
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힘이다. 소비가 없다면 모든 생활이 올 스톱이다. 상점도 공
장도 문을 닫는다. 세상이 작동을 멈춘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자가 주권자다. 우리는 소비자들이 갑질 기업, 
비윤리적 기업 제품 불매 운동을 했을 때 사과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그만큼 소비자의 힘은 
강하다.  

강한 힘을 가진 소비자가 소비라는 일상의 행동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친환
경 제품을 구매하면서 약간의 경제적 부담만 더 지고, 공정 무역 커피를 파는 곳을 찾아가는 약간의 
수고만 하면 된다. 소비자의 작은 움직임으로 환경 훼손을 줄일 수 있고, 수많은 기업이 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게 하고 공정한 거래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든다.  

교회가 착한 소비에 앞장 서야 한다. 교회에서 구입하는 물품부터 착한 소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착한 소비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한 방편이 되기 때문이
다.  
또한 기독교인은 착한 소비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착한  생산’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가정 또는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직장이고 사업장이다. 그곳에서 우리
는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
은 무엇일까? 직장과 사업장에서 직장인 예배에 참석하거나 큐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발 더 나
아가 이제는 윤리적 생산 행위를 추구하고, 친환경적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
다. 정당한 임금과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상사 갑질을 근절하는 행위에 동참하고, 노동자들과 고용
인 모두 행복하고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앞서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바로 소통에서 시작했
다고 할 수 있다. 단순 이윤 추구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소통 가능한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독교
인들이 앞장서고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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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 통계 �

�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171개국 총 28,039명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졷섾핂�펾묺콚�훊맒�읺 �믊�펆옮�쫂솒��몒

� 한국 교회 파송 선교사 171개국,  
2019년 총 28,039명 활동 

• 2019년 12월 말 기준, 한국의 파송 선교사는 171개국, 총 28,039명으로 나타남 
• 파송 선교사는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그 증가세가 완만함 
• 선교사 파송국가는 총 45%의 선교사가 상위 10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국가별로는 A권역**, 미

국, 일본, 필리핀, 태국의 순임

• 대륙별 선교사 비율은 아시아 지역이 5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북아메리카 11%, 한국** 9%, 유럽 
9%, 아프리카 8% 등의 순임 

• 아시아 중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22%로 가장 많음

• 전체 선교사 중 아시아권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52%를 차지함 

[그림] 한국의 파송 선교사 수 (연도별)  (명)

*자료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19 세계통계 보고서’, 2020.01.17. 
** A 권역 : 선교사 파송 국가 중 비노출 지역 
***동남아I국 : 동남아 국가 중 비노출 지역 

2007 2009 2011 2013 2017 2019

28,03927,43625,745
23,331

20,840
17,697

순위 국가 활동선교사 수 
(명)

1 A권역**        2,952
2 미국        2,281
3 일본        1,656
4 필리핀        1,503
5 태국           965
6 동남아 I국***           891
7 캄보디아           852

[표] 국가별 선교사 수(2019년, 상위 7위)

아시아 북아메리카 한국* 유럽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기타

34489911

52
[그림] 세계 지역별 파송 선교사 비율(2019)  (%)

동남아 22%, 동북아 20%, 남아시아 6% 

*자료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19 세계통계 보고서’, 2020.01.17. 
** 한국 : 한국 본부 사역자 + 안식년/수습 선교사 등

최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http:kwma.org)에서 ‘2019년 한국선교사 파송 현황 보고서‘를 발표
했는데,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http://kwma.org
http://kw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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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들의 연령을 보면 ‘50대’가 35%로 가장 많음 
• 은퇴를 앞둔 ‘60대’ 선교사(4446명)가 전체 선교사 중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교사 은퇴 준비

가 한국 해외 선교 분야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한국 선교사들의 연령대는 ‘50대’가 35%로 가장 많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4

35
30

8
3

[그림] 선교사 연령별 분포(2019) (%)

*자료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19 세계통계 보고서’, 2020.01.17. 
** 한국 : 한국 본부 사역자 + 안식년/수습 선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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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한국인,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하다’ 24%

• 우리 국민은 ‘사소한 일에 화가 나느냐’의 질문에 ‘그렇다’ 24%, ‘그렇지 않다’ 76%로 응답하였는데, 이처
럼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는 사람은 결혼 상태별로 ‘이혼/사별/별거 한 기혼 층’(39%)이 미혼(1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그림]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그렇다’ 비율** (%)

• ‘이유 없이 우울하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4%, ‘그렇지 않다’는 76%로 나타남 
• 이러한 우울감은 여성(28%)이 남성(21%)보다 높고, 연령별로 고연령으로 갈수록 ‘우울하다’는 응답이 높아

지는 경향을 보이며, 미혼보다 기혼, 특히 사별/이혼/별거 중인 응답자에게서 크게 높음 
• 종교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문화체육관광부/한국갤럽,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2019.12.18, (전국 만 19~79세 5,1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8~9월). 
**4점 척도 항목으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비율임 

미혼 기혼(결혼 
생활 중)

기혼(이혼/ 
사별/별거 등)

39

25
19

개신교 가톨릭 불교 무종교

23242725

결혼 상태별 종교별

[그림] ‘이유 없이 우울하다’ ‘그렇다’ 비율** (%)

전체

24

19~ 
29세

30~ 
45세

46~ 
60세

61~ 
79세

3228
1919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8
21

미혼 기혼 
(결혼 
생활 중)

기혼 
(사별/ 
이혼/ 
별거 등)

45

25
19

결혼 상태별 종교별

개신교가톨릭 불교 무종교

23272725

*문화체육관광부/한국갤럽,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2019.12.18, (전국 만 19~79세 5,1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8~9월). 
**4점 척도 항목으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비율임 

전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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