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자 비스 및 교  련

1.개요

가.조사 목

○ 융소비자의 재무 련 자문서비스 융 교육에 한 니즈를 악하여,

향후 한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수립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나.조사 결과 시사

○ 재무 련 자문서비스 융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체 응

답자의 6.3%로,거의 부분이 문 서비스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아, 부분

재무 자문서비스 교육에 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없다
93.8%

있다
6.3%

<그림 Ⅱ-1>재무 자문서비스 융교육 경험

(N=1,200/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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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필요성을 못 느껴서

육처를 몰라서

뢰있는 상담처를 찾지 못해

육내용이 체적이지 못해

비용이 비 서

<그림 Ⅱ-2>재무 자문서비스 융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N=1,125/단 :%)

○ 자문서비스 융교육에 한 수수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9.7%로 낮게 나타남.

2.4

17.3

80.3

없다 소액 , 의향 있음 료 상 없이

필요  의향 있음

<그림 Ⅱ-3>자문서비스 융교육 수수료 지불 의향

(N=1,200/단 :%)

2.세부 분석

□ 재무 자문서비스 융교육 경험

○ 재무 자문서비스 융교육 경험은 모든 계층에서 10% 미만으로 낮게 나

타났으나,연령별로는 40 가 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이 상 으로 자문서비스

융교육을 경험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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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별 있다 없다

지역

도시 7.5 92.5

소도시 4.8 95.2

군지역 7.1 92.9

연령

20 4.5 95.5

30 6.7 93.3

40 8.7 91.3

50 이상 5.3 94.7

학력

졸 이하 2.6 97.4

고졸 7.2 92.8

재 이상 5.6 94.4

소득

소득 5.1 94.9

소득 6.0 94.0

고소득 9.3 90.7

<표 Ⅱ-1>재무 자문서비스 융교육 경험 :특성별

(단 :%)

□ 재무 자문서비스 융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서비스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

서 높게 나타남.

특성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교육처를
몰라서

신뢰있는
상담처를
몰라서

구체 이지
못한
교육내용

높은
비용

지역

도시 71.8 14.4 6.1 5.0 2.7

소도시 83.8 10.0 2.0 2.2 2.0

군지역 87.6 8.6 1.9 1.9 0.0

연령

20 79.5 9.0 6.7 2.9 1.9

30 73.5 14.5 5.6 4.0 2.4

40 75.8 13.1 4.4 4.0 2.8

50 이상 82.9 11.1 1.2 3.1 1.7

학력

졸 이하 87.8 5.4 1.4 4.1 1.4

고졸 77.8 11.8 3.7 4.0 2.7

재 이상 78.1 13.1 4.6 2.6 1.5

가족
수

2명 이하 86.4 6.2 4.0 1.1 2.3

3-4명 78.1 12.5 3.5 3.9 2.1

5명 이상 70.5 16.4 6.6 4.1 2.5

소득

소득 81.5 9.4 2.7 3.8 2.7

소득 79.9 11.1 4.1 2.8 2.1

고소득 68.6 19.5 5.9 4.9 1.1

<표 Ⅱ-2>재무 자문서비스 융교육 받지 않은 이유 :특성별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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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보다는 군지역(87.6%)이,학력이 졸 이하(87.8%)인 경우에 높았으며,

가족 수가 작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자문서비스 융교육에 한 필요성

을 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필요성은 느끼나 교육처를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은 도시(14.4%)에 거주할

경우와 학력이 높을수록,가족 수가 많을수록,소득이 높을수록 상 으로

높게 나타남.

□ 재무 자문서비스 융교육 이용 시 수수료 지불 의향

○ 재무 자문서비스 융교육에 한 수수료 지불 의향은 군지역보다 도

시,고졸 이상,5인 이상 가족,그리고 고소득자에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남.

특성별 없다
소액일 경우
의향 있음

수수료 상 없이
의향 있음

지역

도시 73.9 22.7 3.4

소도시 84.7 13.7 1.5

군지역 91.2 7.1 1.8

연령

20 81.8 15.9 2.3

30 73.8 23.6 2.6

40 80.1 18.5 1.4

50 이상 83.5 13.5 3.0

학력

졸 이하 93.4 3.9 2.6

고졸 80.2 17.7 2.2

재 이상 78.3 19.0 2.7

가족수

2명 이하 83.2 15.8 1.1

3-4명 80.7 17.1 2.3

5명 이상 73.5 21.2 5.3

소득

소득 85.2 13.2 1.5

소득 80.6 16.9 2.5

고소득 69.6 26.5 3.9

<표 Ⅱ-3>재무 자문서비스 융교육 이용 시 수수료 지불 의향 :

특성별

(단 :%)


	Ⅱ. 자문서비스 및 금융교육 관련
	1.개요
	2.세부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