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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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행일정

01. 선정배경 및 목적

주제 선정 및 자료조사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라보는 20대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7/14
7/15

20대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와 주변의 시선, 결혼을 해야만 행복한가

1차 설문조사 및 데이터 수집

그들이 혼자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7/28
7/29

8/4
8/5

<“결혼? 아이? 내 삶이 먼저입니다.” 늘어나는 비혼주의자> <트렌드 넘어선 20대 ‘비혼’…‘나 혼자 산다’>
* 출처
http://m.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
xno=248168&adtbrdg=e#_adtReady
http://snaptime.edaily.co.kr/2018/08/%ed%8a
%b8%eb%a0%8c%eb%93%9c%eb%84%98%ec%96%b4%ec%84%a020%eb%8c%80-%eb%b9%84%ed%98%bc%eb%82%98-%ed%98%bc%ec%9e%90%ec%82%b0%eb%8b%a4/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04. 빈도 분석

7/2

미니탭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8/12
8/13

8/22
8/23

8/31

03. 데이터 수집
조사대상 : 20대 남녀 (1차 설문: 103명, 2차 설문: 78명)
조사방법 : 1차 설문을 바탕으로 2차 설문 내용 구체화, Google 설문지를 활용
설문 항목 : 성별, 결혼계획, 결혼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 안정적이라 생각하는 월급
수준, 용돈, 자기 투자 비율, 여가 시간, 삶에 대한 만족도, 가구 형태

1차 설문을 바탕

53.4% 결혼계획이 없고 미정
주된 이유 자유로운 생활, 자기 계발
및 투자, 현재 삶에 만족
성별에 따라 남자는 경제적 부담,
여자는 육아 집안일 부담에서 차이

05. 통계 분석

2차 설문을 바탕으로 수준을 나누었음

수준 안정적 월급의 수준
1
150 만원 이하
2
150~250 만원
3
250~350 만원
4
350~450 만원
5
450 만원 이상

자기 투자 비율
20 % 이하
20~40 %
40~60 %
60~80 %
80 % 이상

용돈 (알바비 포함)
40 만원 이하
40~50만원
50~60 만원
60~70 만원
70만원 이상

여가시간 (일주일)
7시간 이하
7~14 시간
14~21 시간
21~35 시간
35 시간 이상

2-표본 T검정
남녀 간의 안정적이라 생각하는 경제 수준이 다를까?

일반 선형 모형
자기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한 결혼 계획, 가구 형태, 용돈, 여가시간의 조건은?

정규 확률도가 직선으로 그려지므로 잔차가 정규모형을 따르고 회귀모형이 맞다고 할 수 있음
히스토그램은 실험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좌우 대칭이 분명치 않으나 일정부분 정규성을 나타냄
잔차 대 순서 그림은 어떤 특성이 없으므로 잔차가 서로 독립임을 알 수 있음

p-값 < 0.05 으로 귀무가설 기각 O  성별은 안정적인 월급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줌
남성이 여성보다 안정적이라 생각하는 월급 수준이 높음
1차 설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경제적 부담감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일반 선형 모형
결혼 계획, 자기투자 비용, 가구 형태는 삶의 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나?
1차 설문의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결혼 계획, 자기투자비용
p-값 < 0.05 으로 귀무가설 기각 O
 결혼 계획, 자기투자비용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줌
가구의 형태
p-값 > 0.05 으로 귀무가설 기각 X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자기 투자비용을 높이는 조건
결혼 계획, 용돈 p-값 < 0.05 으로 귀무가설 기각 O
 결혼 계획, 용돈은 자기 투자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줌
가구의 형태, 여가 시간 p-값 > 0.05 으로 귀무가설 기각 X
 가구의 형태, 여가 시간은 자기 투자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음
결혼을 선택으로 바라보고 용돈(알바비)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 투자비용이 높게 나타나며 가구
형태와 여가 시간은 자기 투자비용에 큰 차이가 없었음
결정계수ܴଶ 는 0.5636, 총변동 중 약 56%가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
 표본이 한정이어서 결정계수가 비교적 낮게 나왔으나 어느 정도 회귀식이 유용하다 할 수 있음

 가구의 형태는 삶의 만족도에

06. 결론 및 제언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음

결혼을 택하지 않는 한편 그들의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라보고

한 20대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가구의 형태는 이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따라서 혼자 살게

현재 자기 투자비용이 높을수록 삶의

되어도 삶의 만족도에는 큰 영향이 없다.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라면 결혼을 택하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가족과 함께

않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에게 좀 더 투자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살든 혼자 살든 가구 형태는 삶의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하며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게 되면 더욱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기에 충분히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었음

높은 삶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기를 고려하는

자유로운 생활과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20대는 점점

20대들에게 너무 걱정 어린 시선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충분히 혼자 잘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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