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금융 자산

1. 보유 금융자산

1) 조사 목적 

▒ 보험상품 수요를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험

상품과 타금융상품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자유저축(97.6%)과 보장성 보험(93.3%)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상당히 높아 

대부분의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적금/적립식 펀드 45.1%, 저축성 보험 36.9%, 정기예금/펀드 34.5%, 

그리고 주식/채권 등 직접투자 2.0%로 매우 낮음.

○ 금융자산 보유율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2.6%p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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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금융상품별 보유 여부
(N=1,200 / 단위: %)

▒ 금융상품별 가구당 평균 잔액을 살펴보면, 정기예금/펀드가 2,134만원으로 

가장 많고, 직접투자가 1,897만원, 적금/적립식펀드가 1,119만원, 자유저축은 

596만원으로 나타남. 

○ 목돈 만들기 및 간접투자 성격의 정기예금/펀드와 투자 성격을 지닌 주식, 

채권 등 직접 투자의 잔액이 큰 반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저축은 

그 특성상 가입률은 가장 높으나 예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음.

▒ 보장성 보험은 월 37만원을 납부하는 가운데 납입 횟수를 고려한 총 납입액

은 가구당 평균 2,16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성 보험은 월 29만원을 납부

하는 가운데 총 납입액은 가구당 평균 1,516만원으로 보장성 보험의 납입금

액이 더 높음.

▒ 가구당 평균 4,432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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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금융상품별 보유 금액
(단위: 만원)

          주: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금액은 월 납입 금액이며, 합계 산출시 보험은 납입 횟수를 
고려한 총 납입 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함.

3) 세부 분석

▒ 금융상품별 보유율: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대학재학 이상, 화이트칼라의 고학력 세대주와 고소득 가구에

서 각 금융상품의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자유저축과 보장성 보험 보유율은 대부분 계층에서 9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60대 이상(86.6%), 무직/기타(79.3%), 중졸 이하(77.5%)의 저학력

층, 1인 가구(83.8%), 무자녀층(85.6%)과 저소득(84.1%) 가구에서 보장성 

보험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적금 및 적립식 펀드와 같이 목돈 모으기 상품 가입률은 화이트칼라

(55.2%)와 대학재학 이상(53.0%)의 고학력층, 미혼(51.5%), 고소득

(55.2%) 가구에서 50% 이상으로 높은 반면, 군지역(22.1%), 60대 이상

(30.8%)의 장년층, 중졸 이하(20.0%)의 저학력, 저소득(29.1%) 가구의 가

입률은 30% 이하로 낮게 나타남.

○ 정기예금 및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 상품은 군지역(40.4%)과 고소득

(41.1%) 가구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저축성 보험 가입률은 40대(45.3%)와 50대(42.6%), 화이트칼라(49.7%), 대재 

이상(45.3%)의 고학력, 고소득(49.9%) 가구에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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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별
자유
저축

보장성
보험

적금/
적립식
펀드

저축성
보험

정기
예금/
펀드

직접
투자

지역규모

대도시 98.0 93.4 47.3 37.4 32.2 1.6

중소도시 96.8 93.8 47.2 37.5 35.8 2.4

군지역 99.0 89.4 22.1 31.7 40.4 1.9

세대주

연령

30대 이하 97.9 92.8 50.4 36.4 30.1 1.3

40대 96.9 96.2 48.8 45.3 34.1 2.4

50대 98.4 96.6 50.3 42.6 36.2 3.2

60대 이상 97.0 86.6 30.8 22.1 36.1 0.7

세대주

직업

화이트칼라 97.3 97.6 55.2 49.7 36.4 3.3

블루칼라 97.6 91.5 43.9 24.5 34.0 1.9

자영업 97.6 93.7 42.4 37.9 33.1 1.6

주부 100.0 75.0 37.5 12.5 37.5 0.0

은퇴자 100.0 92.6 33.3 14.8 48.1 0.0

무직/기타 97.8 79.3 26.1 17.4 31.5 0.0

세대주

교육수준

중졸 이하 92.5 77.5 20.0 12.5 29.2 0.8

고졸 98.7 93.5 42.9 34.0 32.3 1.3

대재 이상 97.6 96.6 53.0 45.3 37.9 3.0

모름/무응답 100.0 66.7 33.3 33.3 33.3 0.0

가구 유형
1인 가구 93.8 83.8 39.2 20.0 32.3 0.8

다인 가구 98.0 94.4 45.8 39.0 34.8 2.1

결혼 여부
기혼 97.5 93.6 43.5 38.5 35.0 2.2

미혼 97.9 91.8 51.5 30.5 32.6 1.3

자녀수

없음 97.8 85.6 34.2 17.3 33.5 1.1

1명 97.0 94.4 48.5 38.9 32.3 1.5

2명 97.7 98.4 47.7 52.6 37.1 3.0

3명 이상 96.8 93.7 41.3 34.9 34.9 3.2

가구소득

저소득 95.8 84.1 29.1 17.3 29.1 0.7

중소득 98.3 94.8 46.6 38.4 32.8 1.1

고소득 97.9 98.1 55.2 49.9 41.1 4.2

<표 Ⅵ-1> 금융상품별 보유율: 특성별
 (단위: %)

주: 주부, 은퇴자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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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별 보유 금액: 특성별 분석

○ 총 금융자산은 자영업자(4,800만원), 화이트칼라(4,624만원), 고소득(6,173

만원) 가구가 많음.

○ 한편, 1인 가구보다 다인 가구(4,685)에서, 미혼보다 기혼(4,577만원)의 총 

금융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세대주 연령별로는 50대(5,325만원)와 40대(4,704만원)의 금융자산이 가

장 많은데 활발한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 증대와 자녀의 성장 등으로 다른 

연령대 대비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됨.

특성별
자유
저축

적금/
적립식
펀드

정기
예금/
펀드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합계

지역규모
대도시 644 1,076 2,093 30 38 4,364

중소도시 517 1,171 2,046 28 37 4,518
군지역 737 1,026 2,706 26 31 4,366

성
남성 630 1,043 2,187 30 36 4,304

여성 563 1,189 2,087 27 38 4,557

세대주

연령

30대 이하 359 786 1,138 23 33 2,864
40대 534 1,170 2,014 29 41 4,704
50대 739 1,215 2,049 32 42 5,325

60대 이상 661 1,271 2,995 28 28 4,280

세대주

직업

화이트칼라 526 1,069 1,820 27 39 4,624
블루칼라 423 932 1,610 27 30 3,362
자영업 693 1,246 2,280 31 40 4,800
주부 1,001 610 5,167 10 21 4,346

은퇴자 991 685 3,370 28 28 5,897
무직/기타 600 1,383 3,200 22 28 3,744

가구 유형
1인 가구 523 743 1,783 23 17 2,359

다인 가구 604 1,158 2,174 29 39 4,685

결혼 여부
기혼 581 1,135 2,235 29 37 4,577

미혼 657 1,060 1,686 29 37 3,833

가구소득
저소득 513 877 2,358 21 22 2,900
중소득 563 1,062 1,861 24 35 4,034
고소득 705 1,285 2,322 36 49 6,173

<표 Ⅵ-2> 금융상품별 보유 금액: 특성별
 (단위: 만원)

주: 주부, 은퇴자, 직접투자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금액은 월 납입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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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 위험 관련

가. 가계 대출 실태

1) 조사 목적 

▒ 현재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 대출 실태를 통

해 가계의 경제적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현재 금융기관 및 지인 등으로부터 신용 또는 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는 27.6%

로, 2012년 대비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Ⅵ-3> 대출 여부

(N=1,200)

▒ 대출 기관(N=331)으로는 은행이 88.2%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외 보험회사

와 카드회사(각 8.8%), 비은행 금융기관(3.0%)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남.

○ 은행과 카드회사를 통한 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신협, 농수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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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 대출 기관

(단위: %)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가구당 대출 잔액은 평균 3,765만원이고, 대출 기관별로

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5,11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은행(3,890만원), 

저축은행(1,400만원) 등 은행권을 통한 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보험회사 1,084만원, 대부업체, 증권사, 카드사를 통한 대출 금액은 

600만원 이하임.

<그림 Ⅵ-5> 대출 잔액

(N=331 / 단위: 만원)

▒ 전체적으로 대출 형태는 담보대출이 73.6%로 신용대출(30.6%)에 2배 이상인 

가운데, 은행(73.6%)과 보험회사(75.9%)는 담보대출이 70% 이상으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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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6> 대출 형태

(단위: %) 

▒ 담보 형태로는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85.2%로 가장 많고, 그 외 보험과 현금 

서비스(각 9.4%), 카드론(3.9%), 예금/적금(1.6%) 등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그림 Ⅵ-7> 담보 형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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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분석

▒ 대출 여부: 특성별 분석

○ 대출 가구는 군지역 대비 대도시(26.3%)와 중소도시(30.9%)에서 상대적

으로 많고, 30대 이하(32.2%)와 40대(40.1%) 세대주, 기혼(30.7%), 유자녀 

가구와 중소득 이상의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이는 결혼과 이후 주택 마련, 자녀 학비 및 양육비 등으로 가계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특성별 예 아니오

거주지역

서울 26.7 73.3

인천/경기 29.1 70.9

대전/충청 25.8 74.2

광주/전라 22.2 77.8

대구/경북 20.3 79.7

부산/울산/경남 35.9 64.1

강원 23.7 76.3

지역규모

대도시 26.3 73.7

중소도시 30.9 69.1

군지역 17.3 82.7

세대주

연령

30대 이하 32.2 67.8

40대 40.1 59.9

50대 28.8 71.2

60대 이상 10.4 89.6

결혼여부
기혼 30.7 69.3

미혼 14.6 85.4

자녀 수

없음 16.2 83.8

1명 28.8 71.2

2명 39.0 61.0

3명 이상 44.4 55.6

가구 소득

저소득 14.2 85.8

중소득 32.2 67.8

고소득 31.3 68.7

<표 Ⅵ-3> 대출 여부: 특성별
 (단위: %)



금융 자산 261

▒ 대출 기관: 특성별 분석

○ 은행 대출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 화이트칼라(90.6%)와 자영업

(92.4%), 그리고 가구 소득(저소득 75.6% < 중소득 88.4% < 고소득 92.4%)

이  높을수록  높음.

특성별 은행
비은행
금융
기관

보험
회사

기타
카드
회사

저축
은행

대부
업체

증권
회사

지역규모

대도시 91.9 0.7 7.4 1.4 4.7 1.4 0.7 1.4

중소도시 88.5 4.2 9.7 2.4 13.3 0.0 1.2 0.0

군지역 55.6 11.1 11.1 16.7 0.0 16.7 0.0 0.0

세대주

연령

30대 이하 86.8 0.0 7.9 1.3 17.1 1.3 0.0 0.0

40대 88.7 4.3 7.8 1.7 7.0 2.6 0.9 0.9

50대 90.8 3.7 10.1 3.7 4.6 0.0 0.0 0.9

60대 이상 80.6 3.2 9.7 6.5 9.7 3.2 6.5 0.0

세대주

직업

화이트칼라 90.6 2.2 10.8 2.2 10.8 0.7 0.7 0.0

블루칼라 77.8 1.9 11.1 3.7 16.7 1.9 0.0 3.7

자영업 92.4 3.4 6.7 2.5 3.4 1.7 1.7 0.0

은퇴자 85.7 0.0 0.0 0.0 14.3 0.0 0.0 0.0

무직/기타 66.7 16.7 0.0 8.3 0.0 8.3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75.6 4.9 0.0 9.8 17.1 0.0 0.0 0.0

중소득 88.4 3.5 9.3 2.3 7.6 1.7 1.7 0.6

고소득 92.4 1.7 11.0 0.8 7.6 1.7 0.0 0.8

<표 Ⅵ-4> 대출 기관: 특성별
 (단위: %)

 주: 군지역,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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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대출 잔액: 특성별 분석

○ 총 대출 잔액은 인천/경기(4,325만원)와 서울(3,897만원) 등 수도권 지역, 

대도시(3,934만원)가 약 4,000만원 내외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음.

○ 또한, 40대(4,036만원), 50대(4,172만원), 자영업(4,728만원), 그리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 고소득(5,181만원) 가구의 대출 잔액이 4,000만원 

이상으로 많음.

특성별
1,500만원

미만
1,500~5,000

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거주

지역

서울 25.4 32.8 41.8 3,897

인천/경기 29.4 37.3 33.3 4,325

대전/충청 32.3 45.2 22.6 3,247

광주/전라 35.7 53.6 10.7 3,198

대구/경북 28.0 48.0 24.0 3,404

부산/울산/경남 20.3 62.3 17.4 3,219

강원 11.1 33.3 55.6 5,167

지역규모

대도시 22.3 41.2 36.5 3,934

중소도시 29.7 46.7 23.6 3,784

군지역 38.9 50.0 11.1 2,200

세대주

연령

30대 이하 38.2 35.5 26.3 2,853

40대 25.2 48.7 26.1 4,036

50대 19.3 51.4 29.4 4,172

60대 이상 32.3 25.8 41.9 3,563

세대주

직업

화이트칼라 29.5 46.8 23.7 3,442

블루칼라 33.3 50.0 16.7 2,718

자영업 19.3 41.2 39.5 4,728

은퇴자 42.9 14.3 42.9 2,750

무직/기타 33.3 41.7 25.0 3,267

가구

소득

저소득 51.2 36.6 12.2 2,177

중소득 24.4 51.7 23.8 3,172

고소득 22.0 36.4 41.5 5,181

<표 Ⅵ-5> 총 대출 잔액: 특성별
 (단위: %)

 주: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군지역,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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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형태: 특성별 분석

○ 신용대출의 이용률은 30대 이하(56.5%)의 젊은 세대주, 전세(72.6%)에서 

높은 반면, 담보대출은 40대(78.6%)와 50대(80.0%), 자영업(81.9%), 자가

(87.2%)에서 높아, 계층에 따라 대출 형태의 차이를 보임.

특성별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세대주

연령

30대 이하 56.5 50.7

40대 25.0 78.6

50대 23.8 80.0

60대 이상 14.3 85.7

세대주

직업

화이트칼라 40.3 64.9

블루칼라 36.2 76.6

자영업 18.1 81.9

은퇴자 16.7 83.3

무직/기타 27.3 72.7

거주형태

자가 18.2 87.2

전세 72.6 27.4

월세 70.0 30.0

<표 Ⅵ-6> 대출 형태: 특성별
 (단위: %)

주: 60대 이상, 은퇴자, 무직/기타, 월세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나. 가계 리스크 대처 방안

1) 조사 목적

▒ 가계 위험 발생 시 리스크 대처 방안 및 우선 금융자산을 파악하여 가계 리스

크 대처 방안 등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64 조사보고서 2013-1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현재 소득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경우 자금 마련 방법으로 ‘지출항목을 줄이겠

다’는 응답률이 43.3%로 가장 높고, ‘거래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이 26.9%, ‘금

융자산 해지/환매’ 16.5%, ‘지인/직장 대출’12.0%이며, 그 외에 ‘새 금융기관 

신규대출’은 1.3%에 불과함. 

○ 조사 결과, 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 보다는 지출을 줄이거나 보유 금융자

산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음.

<그림 Ⅵ-8> 소득 이상의 자금 필요시 마련 방법

(N=1,200 / 단위: %)

▒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산을 해지/환매(N=198)할 경우, 1순위로 자유

저축(58.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적금/적립식 펀드(20.2%), 저축성/

보장성 보험(14.6%), 예금/펀드(5.6%), 직접투자(1.0%)의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에서도 역시 자유저축이 81.8%로 가장 높고, 이어 적금/적립식 펀

드(54.5%)가 높게 나타남.  

○ 보험 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원금손실이 크고 위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해지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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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9> 금융자산 해약 시 우선 순위

(N=198 / 단위: %)

▒ 보험 상품 해약 이유(N=59)로는 ‘타 상품 대비 해약 용이’가 52.5%로 가장 

높아, 간편한 해지 절차가 자금 필요시 보험 상품을 해약하겠다는 이유로 

조사됨.

<그림 Ⅵ-10> 저축성/보장성 보험 우선 해약 의향 이유
(N=59 / 단위: %)

3) 세부 분석

▒ 소득 이상 자금 필요 시 마련 방법: 특성별

○ 지출항목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군지역(62.5%), 여성(46.2%), 60대 이상

(58.3%), 주부(50.0%), 그리고 저소득(56.7%) 가구에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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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금융기관 신규대출은 중소도시(34.6%), 남성(29.6%), 60대 이상 외 전 

연령, 화이트칼라(31.0%), 중소득 이상 가구에서 30% 이상으로 높음.

○ 금융자산 해지/환매는 대도시(21.0%), 40대(22.0%), 화이트칼라(20.5%)와 

자영업(19.3%), 그리고 고소득(21.5%) 가구 등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성별
금융자산
해지/환매

거래
금융기관
신규대출

새로운
금융기관
신규대출

지인/
직장대출

지출항목
축소

지역규모

대도시 21.0 21.2 0.9 10.7 46.3

중소도시 14.6 34.6 2.1 12.4 36.3

군지역 1.9 18.3 0.0 17.3 62.5

성
남성 16.0 29.6 1.0 13.3 40.1

여성 17.0 24.3 1.6 10.8 46.2

응답자

연령

20대 12.3 30.0 1.0 15.3 41.4

30대 16.5 29.4 2.0 14.1 37.9

40대 22.0 31.0 1.1 9.3 36.6

50대 17.5 28.4 2.2 10.0 41.9

60대 이상 13.1 16.3 0.4 11.9 58.3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0.5 31.0 1.2 12.0 35.3

블루칼라 13.2 28.6 0.4 17.5 40.2

자영업 19.3 27.3 1.9 9.4 42.1

주부 13.7 25.0 1.6 9.7 50.0

은퇴자 8.3 8.3 0.0 16.7 66.7

무직/기타 9.3 14.7 1.3 14.7 60.0

가구 소득

저소득 10.4 16.3 1.7 14.9 56.7

중소득 16.3 29.4 1.1 11.8 41.4

고소득 21.5 31.6 1.3 10.1 35.5

<표 Ⅵ-7> 소득 이상 자금 필요 시 마련 방법: 특성별
 (단위: %)

주: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Ⅵ. 금융 자산
	1. 보유 금융자산
	2. 가계 위험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