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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조사
* 응답자 특성: 성, 연령대, 지역, 학력, 직업, 가구소득 등

문1. 은퇴 후의 노후 생활이 몇 년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1) 10년 정도
(2) 20년 정도
(3) 30년 정도
(4) 40년 정도
(5) 40년 이상
문2. 노후 생활 자금은 주로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2가지를 골라주
세요)
(1) 부동산, 예금 등 자산소득
(2)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
(3)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
(4)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5) 자녀나 부모 등의 지원
(6) 계획이 없다
문3. 노후 생활 자금으로 현재 준비 중인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 모
두 선택해 주십시오.
(1) 부동산 투자
(2) 은행 예금․적금
(3) 주식․채권․펀드
(4) 개인연금
(5) 국민연금
(6) 없다
문4. 현재 노후 생활 자금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1)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2)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3) 별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4)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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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귀하는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까?
(1)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2)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고 지금은 내지 않는다
(3) 국민연금을 낸 적이 없다
문6. 국민연금 제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자세히 알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 별로 모르고 있다
(4) 전혀 모르고 있다
문7.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큰 도움이 된다
(2)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안 된다
(4)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문8. 국민연금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매우 신뢰한다
(2) 어느 정도 신뢰한다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문9. 자신이 은퇴한 뒤에는 국민연금을 지금 현재 지급되는 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2)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3) 전혀 받지 못할 것이다
문10.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향후 기금 고갈
세대 간 부담 차이
기금 운용상 문제
낮은 노후 연금액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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