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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우리나라 공무원이 누리고 있는 매력적인 요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년보장 1 415 59.3 59.3

정확한 업무시간 보장 2 60 8.5 8.5

업무 강도가 민간보다 약함 3 41 5.8 5.8

높은 사회적 인정감 4 103 14.8 14.8

정책결정 과정에의 영향력 5 20 2.8 2.8

민간보다 우월한 지위 6 40 5.8 5.8

기타 7 5 0.7 0.7

연금제도 8 6 0.8 0.8

모름/ 무응답 9 10 1.4 1.4

700 100.0 100.0

q2 공무원이 민간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은 보수수준 1 143 20.4 20.4

엄격한 근무규율 2 61 8.7 8.7

국민 으로서의 각종 기본권 권리제약 3 112 15.9 15.9

시민 사회의 감시와 감독 4 113 16.1 16.1

정치적 중립의 요구 5 162 23.1 23.1

기타 6 4 0.5 0.5

없다 8 78 11.1 11.1

모름/ 무응답 9 28 4.0 4.0

700 100.0 100.0

1.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이 누리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공무원이 민간근로자와 비교하여 가장 불리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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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확대 되어야 한다 1 335 47.8 47.8

축소 되어야 한다 2 205 29.3 29.3

현 수준에서 유지 되어야 한다 3 151 21.6 21.6

모름/ 무응답 9 9 1.3 1.3

700 100.0 100.0

q4 직업으로서 공무원의 인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높아질 것이다 1 496 70.9 70.9

낮아질 것이다 2 69 9.9 9.9

별 변화 없을 것이다 3 132 18.9 18.9

모름/ 무응답 9 2 0.3 0.3

700 100.0 100.0

q5 공무원 연금제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무원의 퇴직후 노후생활 안정 1 511 73.0 73.0

재직중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전 2 76 10.9 10.9

공무원 부패 방지를 위한 방안 3 55 7.8 7.8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30 4.3 4.3

기타 5 3 0.4 0.4

모름/ 무응답 9 25 3.5 3.5

700 100.0 100.0

3. 귀하께서는 정치, 문화,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정부역할이 앞으로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4 . 향후 직업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어떠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5. 공무원 연금제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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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공무원 연금기금이 적자라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실 인지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잘 알고 있다 1 294 41.9 41.9

들어본 적 있다 2 194 27.8 27.8

잘 모르고 있다 3 212 30.3 30.3

700 100.0 100.0

q7 국민연금제도가 "같이내고 덜 받는 제도"로 개편된 것에 대한 인지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잘 알고 있다 1 256 36.5 36.5

들어본 적 있다 2 202 28.9 28.9

잘 모르고 있다 3 242 34.5 34.5

700 100.0 100.0

q8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241 34.5 34.5

필요하다 2 322 46.0 46.0

필요없다 3 70 10.0 10.0

전혀 필요없다 4 21 3.0 3.0

잘 모르겠다 5 45 6.5 6.5

700 100.0 100.0

6. 귀하께서는 공무원 연금기금이 현재 적자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매년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7. 귀하께서는 최근에 국민연금제도가 ‘같이 내고 현재보다 덜 받는 제도’로 개편된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8.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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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의 적정 시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현 참여 정부내에 1 118.404 16.9 16.9

2008년 새정부 출범후, 가급적 초기에 실시 2 129 18.4 18.4

2008년 새정부 출범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 3 176 25.2 25.2

시기에 상관없이 충분한 논의후, 신중히 결정 4 250 35.8 35.8

기타 5 1 0.1 0.1

고칠필요 없다 8 13 1.8 1.8

모름/ 무응답 9 12 1.8 1.8

700 100.0 100.0

q10 공무원연금 개혁의 역점 부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연금재정 안정화 1 80 11.5 11.5

공무원 및 연금 수급자의 신뢰강화 2 52 7.4 7.4

국민 연금과의 형평성 유지 3 298 42.6 42.6

공무원의 퇴직후 안정된 소득보장 4 107 15.3 15.3

연금재정 부담에 있어서의 세대간 형평성 제고 5 56 8.1 8.1

연금 구조의 개혁 등 제도 선진화 6 67 9.5 9.5

기타 7 2 0.3 0.3

필요없다 8 8 1.1 1.1

모름/ 무응답 9 29 4.2 4.2

700 100.0 100.0

9.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제도의 개정 시점은 언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10.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한다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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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국민연금 대비 공무원연금의 혜택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국민 연금보다 다소낮은 수준 1 86 12.3 12.3

국민 연금과 동일한 수준 2 388 55.4 55.4

국민 연금보다 다소높은 수준 3 199 28.4 28.4

잘 모르겠다 4 27 3.8 3.8

700 100.0 100.0

q12 국민연금과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찬성한다 1 507 72.5 72.5

반대한다 2 155 22.1 22.1

잘 모르겠다 3 38 5.4 5.4

700 100.0 100.0

q13 공무원연금의 수급율 개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무원이 현재보다 더 내고 덜 가져가야 한다 1 161 23.0 23.0

공무원이 현재보다 더 내고 현재와 같이 가져가야 한다 2 183 26.1 26.1

공무원이 현재보다 덜 내고 덜 가져가야 한다 3 110 15.7 15.7

공무원이 현재와 같이 내고 덜 가져가야 한다 4 140 20.0 20.0

현재처럼 5 44 6.3 6.3

기타 6 10 1.5 1.5

모름/ 무응답 9 52 7.4 7.4

700 100.0 100.0

13. 귀하께서는 현재 공무원 연금에 대해 공무원이 내는 부담금과 향후 받게 되는 수급율을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과거에는 공무원 보수수준이 민간수준보다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혜택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공무원 보수도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현실화되어 더 이상 공무원
에 대한 특혜가 필요 없으며, 국민연금과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1. 공무원은 정치적 활동과 파업권이 제한되는 등 기본권이 제약되는 반면에 정년보장 등
으로 상대적으로 신분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만든 공무
원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에 비해, 그 혜택이 어떤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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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정부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가 공무원 개인보다 부담률을 상대적 으로 더높여
야 함

1 205 29.3 29.3

현재와 같이 정부와 공무원의 부담률이 같아야 함 2 271 38.8 38.8

정부의 부담률을 공무원 보다 오히려 더 낮추어야 함 3 206 29.5 29.5

모름/ 무응답 9 17 2.5 2.5

700 100.0 100.0

q15 공무원연금의 기득권 보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직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기득권이 보장 되어야 함 1 349 49.9 49.9

재정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기득권 박탈이 불가피
함

2 336 48.0 48.0

모름/ 무응답 9 15 2.2 2.2

700 100.0 100.0

q16 공무원연금의 차별제도 적용에 대한 찬반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찬성한다 1 366 52.3 52.3

반대한다 2 318 45.4 45.4

모름/ 무응답 9 16 2.3 2.3

700 100.0 100.0

14. 현재 제도상 공무원연금 부담은 정부와 공무원의 부담률이 8.5%로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부담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주로서 공무원연금에 대해 공무원보다 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
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공무원 연금 체계에 있어 신규 공무원 보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의 기득권이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6. 귀하께서는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고, 현직공무원은 기득권이 보장되는 차
별적인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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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공무원연금 대상자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재직기간 10년으로 줄이는 안에 찬성 1 192 27.5 27.5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현행제도 유지 찬성 2 433 61.8 61.8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5년으로 조정 찬성 3 58 8.3 8.3

모름/ 무응답 9 17 2.4 2.4

700 100.0 100.0

q18 공무원 신분상 제약요건 완화에 대한 찬반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찬성한다 1 334 47.7 47.7

반대한다 2 322 46.0 46.0

잘 모르겠다 3 44 6.3 6.3

700 100.0 100.0

q19 이직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찬반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연계에 찬성함 1 502 71.7 71.7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연계에 반대함 2 176 25.1 25.1

모름/ 무응답 9 22 3.1 3.1

700 100.0 100.0

17.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을 할 수 있는 재직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건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8. 공무원 연금제도가 개정되어 혜택이 줄어 들면, 상대적으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신분
상의 제약요건즉, 증권 및 부동산 투자 제한 등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9. 향후 우리 사회에 직장간 이동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증대되는 점을 감
안할 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
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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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찬성한다 1 190 27.1 27.1

반대한다 2 290 41.5 41.5

임금 피크제의 도입을 조건으로 정년연장 찬성함 3 199 28.4 28.4

잘 모르겠다 4 21 3.0 3.0

700 100.0 100.0

q21 공무원연금 상한액 적용에 대한 찬반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찬성한다 1 497 71.0 71.0

반대한다 2 169 24.2 24.2

잘 모르겠다 3 33 4.8 4.8

700 100.0 100.0

q22 적절 상한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500만원 정도 0.5 2 0.3 0.4

월 400만원 정도 1 90 12.8 18.0

월 350만원 정도 1.5 6 0.9 1.2

월 300만원 정도 2 226 32.3 45.5

월 250만원 정도 2.5 8 1.1 1.6

월 200만원 정도 3 111 15.8 22.3

월 150만원 정도 3.5 7 1.0 1.4

월 100만원 정도 4 23 3.3 4.7

기타 5 1 0.1 0.2

모름/ 무응답 9 23 3.3 4.6

비해당 0 203 29.0

700 100.0 100.0

20. 귀하께서는 공무원연금의 기금확충을 위하여,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 (상한액의 설정 여부) 현재 공무원 연금수급자 중에는 월 500만원에 달하는 고액수급자
도 일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일부가 정부의 지원에 의한 것이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상
한액을 적용하여 고수급의 사례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 [문21의 1번 응답자만] 상한제를 찬성한다면 그 적절한 상한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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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소득심사감액제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소득이 많은 수급자의 연금 지급액 감액제 찬성함 1 412 58.8 58.8

소득에 따른 감액제 반대함 2 276 39.4 39.4

모름/ 무응답 9 13 1.8 1.8

700 100.0 100.0

q24_1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확정할때 우신시되는 집단견해: 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국민 1 379 54.2 54.2

전문가/ 학자 2 99 14.1 14.1

공무원 노동조합 3 66 9.5 9.5

대통령 비서실 4 7 1.0 1.0

국회의원 /정당 5 10 1.4 1.4

고위 공무원 6 23 3.3 3.3

언론인 7 12 1.7 1.7

시민단체 8 94 13.4 13.4

모름/ 무응답 99 10 1.4 1.4

700 100.0 100.0

q24_2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확정할때 우신시되는 집단견해: 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국민 1 23 3.3 3.3

전문가/ 학자 2 19 2.7 2.7

공무원 노동조합 3 25 3.5 3.5

대통령 비서실 4 1 0.1 0.1

국회의원 /정당 5 5 0.7 0.7

고위 공무원 6 4 0.6 0.6

언론인 7 7 1.0 1.0

시민단체 8 42 6.0 6.0

모름/ 무응답 99 573 81.9 81.9

700 100.0 100.0

24. 귀하께서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을 확정함에 있어서 어떤 집단의 견해가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3. 퇴직후에 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 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소득심사에
의한 감액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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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반드시 공무원 노동 조합과 협의 하여야함 1 480 68.6 68.6

노동 조합과 협의할 필요없음 2 206 29.5 29.5

모름/ 무응답 9 14 1.9 1.9

700 100.0 100.0

q26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국민찬반여론 반영방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청회를 통하여 반영한다 1 140 20.0 20.0

국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 2 157 22.4 22.4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포함 시켜야 한다 3 26 3.7 3.7

국회의 논의에 맡겨야 한다 4 58 8.2 8.2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하여 반영해야 한다 5 313 44.7 44.7

모름/ 무응답 9 7 1.0 1.0

700 100.0 100.0

area 조사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153 21.9 21.9

부산 2 54 7.7 7.7

대구 3 35 5.0 5.0

인천 4 39 5.6 5.6

광주 5 17 2.4 2.4

대전 6 19 2.7 2.7

울산 7 16 2.3 2.3

경기 8 154 22.0 22.0

강원 9 22 3.1 3.1

충북 10 21 3.0 3.0

25. 귀하께서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공무원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6. 귀하께서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국민의 찬반 여론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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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1 29 4.1 4.1

전북 12 29 4.1 4.1

전남 13 28 4.0 4.0

경북 14 40 5.7 5.7

경남 15 44 6.3 6.3

700 100.0 100.0

sex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성 1 342 48.9 48.9

여성 2 358 51.1 51.1

700 100.0 100.0

age 응답자 연령

값

유효합계 700

최소값 20

최대값 82

평균 43.79 세

표준편차 `14.134

age1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2 130 18.5 18.5

30대 3 178 25.5 25.5

40대 4 143 20.4 20.4

50대 5 131 18.7 18.7

60대이상 6 118 16.9 16.9

700 100.0 100.0

1. 성별

3.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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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사무/관리/경영 1 96 13.7 13.7

기술/생산 2 43 6.1 6.1

전문직 3 52 7.4 7.4

자영업 4 95 13.5 13.5

농림어업 5 35 5.0 5.0

공무원 6 11 1.5 1.5

주부 7 210 30.0 30.0

학생 8 57 8.2 8.2

무직/기타 9 102 14.6 14.6

700 100.0 100.0

inc 응답자 소득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상 1 9 1.2 1.2

중상 2 59 8.4 8.4

중 3 290 41.4 41.4

중하 4 182 25.9 25.9

하 5 161 23.0 23.0

700 100.0 100.0

edu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졸 이하 1 104 14.9 14.9

고졸 이하 2 263 37.5 37.5

대졸 이하 3 280 40.0 40.0

대학원재/졸업 이상 4 54 7.6 7.6

700 100.0 100.0

4. 직업

5. 소득수준

6. 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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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가입연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국민연금 가입자 1 481 68.8 68.8

공무원연금 가입자 2 45 6.4 6.4

연금 미가입자 3 174 24.8 24.8

700 100.0 100.0

pub 가족중 공무원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184 26.3 26.3

없다 2 516 73.7 73.7

700 100.0 100.0

pol 정치적 성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진보적 1 180 25.7 25.7

중도 2 286 40.9 40.9

보수적 3 221 31.6 31.6

무응답 9 13 1.9 1.9

700 100.0 100.0

rel 응답자 종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독교 1 264 37.6 37.6

불교 2 147 21.0 21.0

없음 4 289 41.3 41.3

700 100.0 100.0

9. 종교는?

8. 정치적 성향?

7. 귀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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