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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3.20주요 내용 
1.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2. 1)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2)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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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치 갈등이 매우 심한 나라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
다. 전 국민이 우리나라를 정치 갈등이 심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잘 해결
되지 않고 있다. 통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국회, 사회단체 심
지어 종교단체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해마다 갈등 해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출
되고 있기에, 정치 갈등, 사회 갈등을 풀고 통합하는 일이 한국 사회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국민은 정치에 만족하지 못한다. 국회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엘리트들
에 의한 장악된 곳’으로 인식한다, 신뢰도와 청렴도가 바닥 수준이고,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제 21대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공천 갈등, 비례정당 문제, 코로나로 인한 정
치 신인의 운동 어려움 등 여러 이슈가 보도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목회데이터연
구소 [넘버즈] 39호는 ‘한국인의 정치 의식’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아울러 개신교인과 
목회자들의 정치 의식도 함께 다루어 보기로 한다. 

.

2020 일반사회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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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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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은 한국 정치에 대해 만족 16%, 불만족 40%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향후 미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18%로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
(23%) 보다 다소 낮음

� 우리 국민,  
한국 정치 만족도 16% 

• 정치적인 관심도, 정치가 바뀌어한다는 인식, 선거 참여 인식 등에서 지난 2년 사이 국민 인식이 다소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정치 관심도 및 정치 참여 의식 평가(2017 VS 2019)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정치참여활동 및 주민직접참여제도 관련 인식 평가’ 2019.11.01. 
                   (만 19~5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08)

(%) 

• 지난 2년 사이, 국민의 정치 관심도 및 정치 참여 의식 낮아져

나는 예전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나는 합법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행동은 선거 참여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참여해 봤자 
바뀌는 것은  
없다

36
51

77
59

23

64
88

70

2017 2019

[그림] 한국 정치 만족도 (%)

보통
44%

불만족
40%

만족
16%

[그림] 향후 정치 상황 전망(5년 후)
(%)

보통
59%

나빠질 것
23%

좋아질 것
18%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01. (만 19~69세, 전국 성인 남녀, 8,0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09~10) 
** note : 10점 척도 질문으로 0~3점 불만족, 4~6점 보통, 7~10점은 만족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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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만족’(26%)이 ‘불만족’(15%)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만족도는 정치
만족도(1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민주주의 수준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보다는 긍정 전망이 더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 정치 만족도 보다는 더 높게 평가함

[그림]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 만족도
(%)

보통
59% 불만족

15%

만족
26%

[그림] 향후 민주주의 전망(5년 후)
(%)

보통
60%

나빠질 것
10%

좋아질 것
30%

•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나는 정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에 대해 동의 여부를 질
문한 결과, 32%가 ‘동의한다’고 응답함  
• 정치 현안 인지도는 학력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짐

� 국민 3명 중 1명(32%), 
‘나는 정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재 이상

3431
22

18

[그림] ‘나는 정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동의 여부) (%)

동의도  
반대도  
아님 
44% 동의하지  

않는다
24%

동의한다
32%

[그림] 학력별 동의률 (%)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01. (만 19~69세, 전국 성인 남녀, 8,0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09~10) 
** note : 10점 척도 질문으로 0~3점 불만족, 4~6점 보통, 7~10점은 만족으로 산정함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01. (만 19~69세, 전국 성인 남녀, 8,0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09~10) 
** note : 10점 척도 질문으로 0~3점 불만족, 4~6점 보통, 7~10점은 만족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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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몇 가지 항목을 제시한 후 경험을 질문한 결과, 주변인과 정치적 대화 이외 
공식적인 참여 활동은 대체로 10% 이하의 낮은 참여율을 보임 
• 주변인과 정치/사회 현안 대화 관련 국민의 19%는 아예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 국민, 정치적 참여도는 10% 이하로 비교적 낮은 편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주변인과 대화한 경험

서명 운동(온라인 포함) 참여 경험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온라인에서 의견 피력 경험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 경험

시위 집회 참여 경험

공무원/정치인에게 민원 전달 경험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제출 경험 4
5
5
5
10
11

72

[그림] 항목별 정치적 행위 (지난 1년간 한 적이 있다) (%)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01. (만 19~69세, 전국 성인 남녀, 8,0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09~10) 

•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 20%, ‘신뢰하지 않는다’ 80%로 대부분의 국민은 국회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음 
• 또한 국회에 대해 청렴도가 매우 낮고, 국민과 소통도 잘 못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사회
갈등 해소 역할도 잘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사회 통합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으로 국민들은 정
부(65%)에 이어 국회(45%)를 두 번째로 꼽고 있어, 국회에 대해 사회 통합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우리 국민,  
국회에 불신감 매우 높음

국회 신뢰도 
(17개 기관  
중 최하위)

국회 청렴도 
(17개 기관  
중 최하위)

사회 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자(9개 기관 
중 2위) 

45**

1720

[그림] 국회 항목별 평가(상대 평가) (%) [그림] 국회 항목별 평가(절대 평가)*** (%)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01. (만 19~69세, 전국 성인 남녀, 8,0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09~10) 
** (1위+2위) 비율임 
*** 4점 척도(단, 사회갈등해소 노력 문항은 5점 척도 문항)에서 긍정율(매우+약간) 비율임 

국회와 국민, 
소통을 잘  
이뤄진다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한다

국회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19
3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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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조사 전문 기관인 입소스에서 전 세계 27개국을 상대로 각국의 정치 의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우
리나라 정치 체제는 국민의 의견과 관심사를 대표하는 일을 잘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의 경우 ‘동의한다’ 
21%, 동의 안 한다 46%로 국민 5명 중 1명 정도만 정치 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국 정치 제도의 긍정 평가에 대해 글로벌 평균은 27%인데 반해, 한국은 2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남. 미국은 한국보다 높은 26%이고, 일본은 15%로 조사됨. 특히 일본의 경우 27개국 중 25위로 일본인
들 스스로 정치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세계 비교,  
한국 정치 제도 평가가 글로벌 평균보다 낮아!

• 현 정치 체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부패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바뀌지 않는 엘리트들에 의해 장
악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66%, 즉 3명 중 2명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국인의 이러한 인식은 글로벌 평균(66%)보다 높음. 미국은 60%, 일본은 43% 등으로 한국보다 낮음. 가장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86%)임 

• 현 정치 체제, ‘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66%

인도 말레이 
시아

네덜 
란드

캐나다 글로벌  
평균

독일 미국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111516172126262731
4244

56

[그림] ‘정치 제도 국민 의견 대변 잘 한다’ 동의 여부(글로벌 비교)

*자료 출처 : Ipsos Global, ‘World Affairs’, 2019.11.25(전 세계 28국, 18세 이상 ~ 74세 남녀, 18,526명, 2019.08~09,  한국 1,000명,  
                   온라인 조사)

(%)

콜럼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한국 이탈리아 미국 글로벌 
평균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네덜란드

294143455858606466718286

[그림]  정치 체제 ‘우리나라 정치 체제 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동의 여부(글로벌 비교) (%)

*자료 출처 : Ipsos Global, ‘World Affairs’, 2019.11.25(전 세계 28국, 18세 이상 ~ 74세 남녀, 18,526명, 2019.08~09,  한국 1,000명,  
                   온라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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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에서 살 것으로 기대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 77%, ‘보통이
다’ 18%, ‘동의 안 한다’ 6%로 나타나, 현 정치제제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미래 민주주의
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음 
• 한국인의 이러한 기대감은 글로벌 평균(53%)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미국(31%), 일본(15%), 프랑스
(11%) 보다 높은 수치임. 
• 일본인의 경우 27개국 중 26위로 미래 민주주의에 대해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아이들은 더 나은 민주주의에서 살 것이라는 기대감’은 매우 높음

아르헨티나 칠레 한국 인도 러시아 글로벌 
평균

미국 호주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111517262931
53667177

9091

[그림]  ‘아이들은 더 나은 민주주의에서 살 것 기대’ 주장 동의 여부(글로벌 비교) (%)

*자료 출처 : Ipsos Global, ‘World Affairs’, 2019.11.25(전 세계 28국, 18세 이상 ~ 74세 남녀, 18,526명, 2019.08~09,  한국 1,000명,  
                   온라인 조사)



�

� 개신교인,  
평신도보다는 목회자가 정치에 더 관심 많아

졷섾핂�펾묺콚�훊맒�읺 핊짦�칺��몒�

• 개신교인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정치 관심도를 조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한 결과에 의하면, 정치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신교인 80%, 목회자 94%로 목회자가 평신도보다 정치에 더 관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념 성향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들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 보수 성향의 경우 개신교인 21%, 비개
신교인 18%로 개신교인이 약간 더 많고, 진보 성향의 경우 역시 개신교인 32%, 비개신교인 30%로 개
신교인이 다소 더 많음 

•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개신교인은 보수 32% 중도 45% 진보 23%인데 반해, 비개신교인은 보수 
30% 중도 41% 진보 30%로, 개신교인 고령층이 비개신교인 고령층보다 진보층이 뚜렷하게 적고 보수
도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개신교인, 비개신교인보다 중도층 적고 양 진영으로 더 집중

(%)[그림] 정치적 이념 성향

보수 중도 진보

30

53

18
32

47

21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자료 출처 : 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9년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보고서’, 2019.09.  
                    (만 19세 이상 전국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 07) 
** 이념 성향은 조사 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조사의 경우 온라인 조사임을 고려해야 함 

(%)[그림] 정치에 대한 관심도 (개신교인 vs 목회자)

개신교인

목회자 6

20

94

80

관심 있다 관심 없다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언론포럼, ‘2017년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목회자 및 개신교인 조사’ 2017.12.  
                   (만 19세 이상 전국 개신교인 900명, 목회자 100명, 온라인 조사, 목회자는 일대일 팩스 이메일 조사, 2017.11)  



�

졷섾핂�펾묺콚�훊맒�읺 핊짦�칺��몒�

•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을 창당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개신교
인(80%)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5%의 개신교인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경향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개신교인, ‘기독교정당 창당하여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해 80%가 반대!

(%)

적극 반대 반대하는 편 보통/ 
잘 모르겠음

찬성하는 편 적극 찬성

23
15

30
50

반대 80% 찬성 5%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9년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보고서’, 2019.09.  
                    (만 19세 이상 전국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 07) 

• 개신교인의 60%는 목사가 개인적인 자리나 모임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인데, 전
체적으로 목사의 정치적 발언 또는 활동에 대해 일반 국민 보다는 다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남

• 국민의 절반 가까이, 목사가 사적이든 공적이든 정치적 발언 않기를 원해!

개인적인 자리/ 
모임에서  
정치적 발언

교인들과 자리/ 
모임에서  
정치적 발언

설교 등 공식 
적인 곳에서 
정치적 발언

정치적 집회/ 
활동에 참여

공적이든 
사적이든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40

19
28

37

60
48

1622
30

52

전체 개신교인

(%)[그림]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중복 응답)

*자료 출처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2020.01.20.  
                    (만 19세 이상 전국 개신교인 1000명, 전화 면접 조사, 2020.01.) 

[그림] 기독교정당 창당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최근 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활동이 기독교 내에서 이슈가 된 것과 관련, 기독교 목사의 정치적 활동
 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48%)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기를 원하
 고 있으며, 52%는 사석에서는 괜찮다는 입장이고, 정치적 집회 참여나 활동해도 된다는 의견은 16%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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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넘버즈 39호 ‘한국인의 정치 의식’ 분석 결과의 핵심은 우리 국민은 한국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정치 
제도에 대해 폄하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3~6쪽). 그래서 정치적 참여가 낮은 것은 당연하
다(5쪽). 

정치에 대해 대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것처럼 이야기하거
나 정치 혹은 정치인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사람이 좀 더 객관적인 사람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란 우리가 폄하하거나 혐오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켜야 하는 영역이다. 헌법 제1조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는 것처럼 정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나 아렌트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소
극적 행동이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를 불러 온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의 시민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원론적인 측면 외에도 정치는 우리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정
치가 사회적 자원을 사회의 어느 영역에 언제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무상 급
식을 할 것인지 혹은 유상 급식을 할 것인지, 노인 연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부 예산을 국방비로 더 지출
할 것인지 기업체 지원에 더 지원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이와 같이 정치는 내가 의
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생활의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인으로서도 정치에 
관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몇몇 교회에서는 정치적 설
교와 기도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 세대 간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번 [넘버즈] 데이터에 따르면 목사가 정치
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조차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9
쪽).  

기독교인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품고 참여해야 한다. 그런 힘을 모아 정치인을 
움직여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
해 정치적 참여를 합리적으로 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교회는 정치 현장에 감시자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지 특정 정치적 집단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데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 중 하나가 사회 통합 기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갈등이 매우 심한 나
라인데 교회가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갈등 주체에서 빠져나와야만 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진보든 보수든 한국 교회 리더십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졷섾핂�펾묺콚�훊맒�읺 핊짦�칺��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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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 통계 �

�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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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 한·미·일·중 4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국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의 81%
가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개국 학생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임. 일본의 경우 단지 14%만이 고등학교가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자국 고등학교 이미지(4개국 비교) (%)

*자료 출처 :한국개발연구원광주과학기술원,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2017.12.31 
                 (2017.한/중/일/미 4개국 대학생 각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8~9),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 ‘사회자본에 대한 역할과 정책 방향’, 2017.12.31.

한국 중국 일본 미국

81

42
14

40

26

34

76
43

13
6

12

11 사활을 건 전장

거래하는 시장

함께하는 광장

• 만 15세 기준 삶의 만족도, OECD 국가 중 하위권
• OECD가 실시하는 각국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학생(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OECD 국
가 중 한국 27위로 하위권에 위치하였음  

멕시코 
(1위)

핀란드 
(3위)

네덜 
란드 
(5위)

스페인 
(7위)

프랑스 
(11위)

OECD  
평균

독일  
(18위)

이탈리아 
(22위)

미국 
(24위)

한국 
(27위)

일본 
(28위)

영국 
(29위)

터키 
(30위)

5.626.166.186.526.756.917.027.047.197.357.507.618.11

[그림] 자국 고등학교 이미지(4개국 비교) (%)

*자료 출처 :OECD, “PISA 2018 Results Vol 3”,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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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에게 주례 유무에 관해 물은 결과 ‘주례 없는 결혼식’(67%)이 ‘주례 있는 결혼
식’(33%)보다 두 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남  
•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의 결혼 형태는 주례 있는 결혼식(86%)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례사, “꼭 필요한 절차 아니다” 70%
• 주례 없는 결혼식을 했거나 또는 주례 없는 결혼식을 원하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주례사는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70%로 주례사 불필요성에 대한 높게 인식하고 있음 
• 또한 하객으로 참석했을 때 ‘주례사 없어도 된다’는 인식이 68%나 달해, 참석자 입장에서도 주례사의 불필요
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원하는 결혼식의 주례 유무(미혼 대상)
(%)

주례 없는  
결혼식
67%

주례 있는  
결혼식
33%

[그림] 기혼자 결혼식의 주례 유무 (기혼 대상) 
(%)

*자료 출처 : 나우앤서베이, ‘주례 없는 결혼식이 대세 모두 좋아해’, 2019.02.25, (전국 성인 남녀, 1640명, 온라인 조사, 2020.02).

14%

주례 있는  
결혼식
86%

주례 없는 
결혼식

[그림] 원하는 결혼식의 주례 유무(미혼 대상) (%)

주례사는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주례로  
모시고  
싶은 분이  
없다

하객들이  
주례 없는  
결혼식을  
선호한다

주례로 모시고  
싶은 분은  
있으나  

사례(접대)가  
부담스럽다

411
15

70

[그림] 기혼자 결혼식의 주례 유무(기혼 대상) 
(%)

없어도  
된다
68%

있기를  
바란다
32%

*자료 출처 : 나우앤서베이, ‘주례 없는 결혼식이 대세 모두 좋아해’, 2019.02.25, (전국 성인 남녀, 1640명, 온라인 조사, 2020.02).

��



펆옮�쫂솒�믾칺�짝��엖핂켦��
펆옮�쫂솒�믾칺��엖핂켦�

혾칺��몒옪�쫆�������컮�ˊ�훟솒��쭒컫��
훟팧핊쫂@������������ˑ������않�푲흖�쑲즾쑪˒�
�����핆�핂��몒�혾칺�
펾쁂큲@������������ˑ�숢�켆켆���쭒풓�휺�˘��쒆����붆��쌘훊˒
�����묻짊�솓컪킲��혾칺�멾뫊�
묻맣칺킮줆@������������ˑ���싊�뻳춂�앋튢푪��툲�븶뺂�춢˘앋튢퉣흖���쿊���빦���쐞휺˒

졷섾핂�펾묺콚�훊맒�읺 �믊�펆옮�쫂솒��몒

잲�쁦펂빦쁢�옪쏞�잲팯�
펾쁂큲@������������ˑ�싊�짢잖�쭪훧�����˘흳쒆��빦�뾶짣�잖�쀂쑪˒
묻�짆켆젊힎�뽆��퓒�묻많�
.#$@������������ˑ뻳��뻲�����ˎ8)0�뼒빦��춶ˏ��쵾튾쯂�흖�싾�˘0&$%��˒
믊옪콚슫�멷��쭒컫�멾뫊�
펾쁂큲@������������ˑ�뾏���흶캏븯����퉇����쐚���̔�퉇�����쐚���̔˒

뽆펞��퓮픦퍊��켆�많힎�솖�멂맣�짾푾핞�
훟팧핊쫂@������������ˑ쿊쒆��칻�빧튦˒

큲�읺많�핖쁢�믾칺

�짦잚�핖쁢�묞�
멶엖��@�����������ˑN�뷶쬲�엖�뻖��뻖퉣�ˎ����찋�쒆����찋ˏ��쿊춆�˒

짆묻��옪빦���뫎엶�펺옮�혾칺�
펾쁂큲@������������ˑ쵾뻳��뷶���춞�짢숞���쭏��쓚�빻븯��쒆��튦˒

��

https://www.hrc.co.kr/renewal/newsletter/data/wrn95.pdf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1165900002?input=1195m
https://news.joins.com/article/23732559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5031800002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10227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1165900002?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9105800002?section=search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8048100009?input=1195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89169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10227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5031800002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68
https://www.hrc.co.kr/renewal/newsletter/data/wrn95.pdf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89169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8048100009?input=1195m
https://news.joins.com/article/23732559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9105800002?section=search


펻샎��훊맒�읺�훊푢��뺂푷

헪�����]��핆묺�헖쪋�믆읺몮�맪킮묞�핆묺�쪎�
헪�����]��샎짊묻픎�맖슿�뫃묻	칺헏�킮왾솒�맖슿힎쿦
�]�홓묞�큲퓒��
헪�����]��졶짢핊�킪샎많�폶삲	맪킮묞핆�짆싢펂�핂푷�킲�
�]��뼒��풂켆쫂믾�]��핂�
헪�����]��빦옪�-JGF�빦쁢�핞펺솒�홙삲�]�벦�핊몮�탄픎�읺섢��
헪�����]��삲줆�많혿�믆슲솒�푾읺픦�핂풑핂삲	핂훊�펺컿�킲�
�]�쭏�찒�핆킫�
헪�����]��퓒믾픦��읺큲��샎캫	샎캫�홓묞�킲�
�]�쭖쩣��폏	졾�
�킲��
헪�����]��욶���졓�쿮�쌚줆펞�훋쁢삲	픚훊킲�
�]��뼒��펓�킲���
헪�����]��펺읒많�펂쎉멚�쫂뺂킻삖밚	묞�쿦엶��몒
�]�빶컿�퓯팒�힏��
헪�����]��퓮쯚�읻�]�핊�쭒햏��
헪����]��펾�컿핆�빶컿�욶����졓�훋쁢삲�]���켆�핂캏�몮옇���펓�잫핞��
헪����]���읺큲���졓�훟��졓�묞�팖�빦맒삲�]�묻핆�헣킮·킺읺�뫎엶�혾칺�
헪����]��쭏핂�훊짊�펾�많묺�콚슫�����잚�풞�짆잚�����]������샎짊묻�폏엳���
��������������������핖쁢�핆줊�쿪퓒�
헪����]���컫�흞멏힎잚�펺컿펞멚쁢�슮��졓헖�����]������팒찮�퓯팒몋�몮옇��몒�
헪�����]���묻핆�핆맒뫎몒읊��콚몮�핖삲�]��몒��칾퓶�헒묻��훟캫�짷뫊�풞�핂푷��
�����������������������킲��
헪�����]���묻핆�쫃솒�ˎ솖ˏ펞�뫊솒멚�폏짩몮�핖삲�]��핒믖�믊옪핞�펾쫗�캏퓒�멷���
���������������������������짾�
헪������]��묻핆��핊���졓�핞캂��]��푾읺빦않�믾쭎��펺퓶����	�믊��펾맒
��
헪������]���핳팮핆�줆�솧�먾픦�좉몮�핖삲��]�묻�쭎핞�쫂몮컪�쭒컫�
헪������]���핳팮핆�킲����ˎ핳팮핆�믊옪핞�몮푷�믾펓픦�잚혿솒�뽠삲�ˏ �]��짆묻��읺큲�픦�샂핒�
������������������������졷칺�핆킫�혾칺�묻�묻많�몋햏엳�쿪퓒�
헪������]���묻�칺�폲�킺맏삲�����]�����켆�킪샎�핆킫혾칺�
헪������]���쪒	����
�홓�헣읺�
헪������]���맪킮묞핆�헒뫟�졷칺�믛헣헏�많�����]��묻�칺�뫃헣컿�많�혾칺��
헪������]���샇킮픎�ˎ볾샎 �ˏ핓삖밚 ��]��줆핺핆�샎�옇�핒믾�짦헞�훊푢�펺옮혾칺��몒�
헪������]���쩚�훟킺�칺�묻짊�헖짦�많밚핂�엳��엗큲�ˎ쁞빎�헏�핖삲 �ˏ]��캫힏핳�핆킫�
�������������������������쪎�푾읺빦않���콚찒�핆킫�혾칺�멾뫊��
헪������]���많혿���ˎ많쭎핳�줆많��짦폏쇞삲 �˒�����]��묻핆핂�홙팒쁢�핆줊	쭒퍊쪒
�
헪������]���묻핆픦�멾٥많헣뫎�찮읂멚�쪎몮�핖삲�]��묻핆핂�홙팒쁢�쯚앪슪	핊짦�묻����
�������������������������짊�WT�맪킮묞핆�찒묞�
�푾읺�묻짊�헖짦픎��빦쁢�많빪삲 �ˏ캫맏삲�
�
헪������]���맪�읊�팒킻삖밚 ��]�헒켆몒�믾솓��뼒픦�묞��핆킫�혾칺�묻핆픦�믾샎�쿦졓�
헪������]���묻핆픦�믾쭎�쭖�졓컿핂�짪졷�핯쁢삲���]��������훟슿�힒옪�묞퓯��혾칺�멾�
�������������������������뫊���핆샇�뽆솧콚슫뫊�콚찒�맒�찒묞��
헪������]��������<뻦쩒흖>�5PQ���
헪������]�����뼒��핆�많묺�샎켆�킪샎��]��짆묻��읺큲��묞��컫�핂퓮�ˎ졷칺픦�컲묞�뺂푷 �ˏ���
�����������������������헖샎헏핒�묻�칺�찖핃찖�쭎핃쭎�캏�쑪옅멚�빦�빶�
헪������]���뼒�쉲�묻�ˎ묻짊��졓�훟��졓핂�뽆핆�ˏ ��]��묻핆�캖�몋믾�짝�캂잊캂핂�헒잫��



펻샎��훊맒�읺�훊푢��뺂푷

�����]��펂엲풆�쌚�많핳�젊헎��쁢�샎캏�ˎ많혿�ˏ ��]��������캖�졷�컿멷�쪎��
�����]��핂헪쁢���콚찒픦�킪샎����]�������뼒�묻�콯�컮묞칺��묻핆��졓�훟��졓�ˎ칺콚�
�������������������핊펞�많�빪삲 �ˏ
��ۅ��찓섾핂�옪�쫆������묻�묞���]�����샎��콚뼒�뫎킺·짆�훊헪��픒�쌚�퓮쯚많��
����������������팣솒헏��묻핆��졓�훟��졓�ˎ홓홓�콚푆맞픒�쁞빎삲ˏ�
��ۅ��캫픦�믾츶�많혿쫂삲�ˎ짦엲솧줊ˏ펞컪�섢�펉쁢삲���]����옪빦���칺�많�많혆폶�핊�
����������������캏픦�쪎�
��ۅ��푆옪풂�샎짊묻�묻핆�몮솓�힎쿦���헞��]���짎엖삖펊�켆샎�힏핳핆�쭒컫�
��ۅ���옪빦���뫎엶�맪킮묞핆�펺옮혾칺�멾뫊�쭒컫�]��옪빦���뫎엶��묻뺂�훊푢�킮묞��
�����������������뭚몮픦�믎�졶픚
��ۅ��많�쁂큲�킺맏삲�����]��컮���핊��핺�묻짊�펺옮�
��ۅ��묻핆�쭎핞많�많빪�핞쫂삲�폲앦�칾삲��]�푾읺빦않���몒�쭒컫��옪빦����
����������������핂�핊캏픦�쪎슲



졷섾핂�펾묺콚
푾읺쁢�켆캏뫊�묞읊�핂욶몮�핖쁢�핂큖�칺몮짷킫�믆읺몮�엚슪읊�묻�묞�졷핞퐎�읺섢킻펞멚�팚읺쁢�ˎ헣��훟잋�많��훟잋픦�뫃헣����ˏ옪컪�칺�펺옮�혾칺�뫃뫃��몒�슿�섾핂��믾짦픦��몒�핞욚읊�헪뫃삖삲��
푾읺쁢�묞�칺픦�샎퐎�콚�픒�푢옻멚�몮�섢푿�멺몮몮�폶헒�픦칺�멾헣픒�퓒�ˎ칺킲ˏ펞�핓맏�핞욚읊�헪뫃삖삲��

짆켦

쫆�펾묺콚쁢� 훊맒읺읊�헪핟펺�묻�묞퐎�묻�칺펞�줂욚옪�헪뫃픊옪턶������풞픒���풂폏쇷삖삲��핂�칺펻펞�솧�훊킪졂�맞칺멮킃삖삲��	핺�풞�묞�믾뫎�맪핆픎�핂힎펞컪�멚킪몮�핖킃삖삲
��
줆픦���������������몒홚�팖뺂���빦픎�����������������	졷섾핂�펾묺콚
��������������풞�잏��̔��읻�믾

풞�짷쩣

컪풆킪�맣빶묺�펻캊옪�많����찚싷���

잚슮�핂슲
힎푷믊����]����졷섾핂�펾묺콚������샎����]����ZLKJ!NIEBUB�PS�LS�
밎힒퍟����]����졷섾핂�펾묺콚��쭎샎����]����NBSQSP!NIEBUB�PS�LS�
밎훎폏����]����졷섾핂�펾묺콚����펾묺풞��]�����KZ����!NIEBUB�PS�LS

밎힎��졷칺�]�풂폏퓒풞핳�	짆앦졷퐎잞틎펾묺풞�핂칺핳
��
윦폏졶�졷칺�]�풞핂칺�핳	콚잫묞�샂핒졷칺
��
킮풞�묞쿦�]�펾묺핞줆퓒풞핳	몮엲킮샎풞�풞핳


컺믾쁢�핂슲

mailto:jkji@mhdata.or.kr
mailto:marpro@jicom.co.kr
mailto:%20jy0113@mhdata.or.kr
http://www.mhdata.or.kr/bbs/page.php?hid=support
mailto:jkji@mhdata.or.kr
mailto:marpro@jicom.co.kr
mailto:%20jy0113@mhdata.or.kr
http://www.mhdata.or.kr/bbs/page.php?hid=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