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가계 험 련

1.개요

가.조사 목

○ 가계의 경제 리스크에 한 다양한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융상품 니즈를

악하고 가계 리스크에 한 처 방안 등을 수립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하

고자 함.

나.조사 결과 시사

○ 조사 결과,10가구 약 1가구(9.3%)가 축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

며, 축을 못하는 이유로는 소득이 어서(43.8%)와 생활비 부담이 커서

(25.0%)등으로 조사됨.

9.3

71.0

16.3

2.7 0.7

전혀

못함

월 소득
0~30%

월 소득
30~50%

월 소득
50~70%

월 소득
70%이상

<그림 Ⅰ-1>한 달 가구소득 기 축률

(N=1,200/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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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3> 출 신청 경험

(N=1,200/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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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4> 출 거 경험

(N=257/단 :%)

○ 한편,10가구 약 2가구(21.4%)가 최근 2~3년 내 융기 에 출을 신청한

경험이 있으며,이들 15.2%가 출을 거 당하거나 원하는 액만큼 출

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2.세부 분석

□ 한 달 가구소득 기 축률

○ 도시보다 군지역(14.2%),60 이상(13.5%),무직/기타(24.4%), 졸 이하

(23.2%)세 주, 소득층(20.6%)등 고연령, 학력, 소득층에서 축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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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별 못함 0~30% 30~50% 50~70% 70%이상

지역

도시 9.4 67.7 18.1 3.7 1.1

소도시 8.2 74.0 15.5 1.9 0.4

군지역 14.2 73.5 11.5 0.9 0.0

세 주
연령

30 이하 8.5 66.7 16.7 7.0 1.1

40 9.6 72.8 15.7 1.9 0.0

50 9.0 73.2 16.0 1.1 0.7

60 이상 13.5 63.5 20.3 1.4 1.4

세 주
직업

화이트칼라 5.6 73.0 17.9 3.2 0.3

블루칼라 12.6 65.2 17.2 5.1 0.0

자 업 9.2 71.8 15.9 1.9 1.1

농/림/수산업 13.0 74.1 13.0 0.0 0.0

주부 9.1 72.7 18.2 0.0 0.0

무직/기타 24.4 65.9 7.3 0.0 2.4

세 주
학력

졸 이하 23.2 61.1 14.7 1.1 0.0

고졸 9.7 70.3 16.4 2.9 0.6

재 이상 6.1 73.8 16.5 2.7 0.8

소득

소득 20.6 63.9 11.7 3.3 0.5

소득 4.3 76.3 17.6 1.2 0.7

고소득 2.5 69.1 21.6 5.9 1.0

<표 Ⅰ-1>한 달 가구소득 기 축률 :특성별

(단 :%)

주 :주부는 표본이 어 통계 의미가 낮음.

□ 융기 출신청 경험

○ 융기 출신청 경험은 30 이하(25.2%),40 (23.1%),화이트칼라(25.7%)

세 주와 기혼(24.0%)에서 상 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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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별 있다 없다

세 주
연령

30 이하 25.2 74.8

40 23.1 76.9

50 19.7 80.3

60 이상 13.5 86.5

세 주
직업

화이트칼라 25.7 74.3

블루칼라 17.7 82.3

자 업 20.7 79.3

농/림/수산업 20.4 79.6

주부 9.1 90.9

무직/기타 14.6 85.4

결혼
여부

기혼 24.0 76.0

미혼 12.6 87.4

<표 Ⅰ-2> 융기 출신청 경험 :특성별

(단 :%)

주 :주부는 표본이 어 통계 의미가 낮음.

□ 출신청 거 경험

○ 융기 으로부터 출을 거 당하거나 원하는 액만큼 출받지 못한 경험

은 자 업자(20.4%),고졸(17.6%)학력의 세 주,그리고 소득층(23.5%)에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남.

특성별 있다 없다

세 주
직업

화이트칼라 7.3 92.7

블루칼라 14.3 85.7

자 업 20.4 79.6

농/림/수산업 27.3 72.7

주부 0.0 100.0

무직/기타 33.3 66.7

세 주
학력

졸 이하 25.0 75.0

고졸 17.6 82.4

재 이상 10.5 89.5

소득

소득 23.5 76.5

소득 11.7 88.3

고소득 8.6 91.4

<표 Ⅰ-3> 출신청 거 경험 :특성별

(단 :%)

주 :농/림/수산업,주부,무직/기타, 졸 이하는 표본이 어 통계 의미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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