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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초년생과 직장인 선배의 경제생활 Q&A

2. 연애와 결혼에 대한 남녀의 본심 알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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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과 
직장인 선배의 경제생활                

직장인 선배가 조언하는 
사회초년생이 궁금한 

직장생활의 소비

1
Q&A 

     사회초년생    직장경력 2년 미만인 25~34세 남여
     직장인 선배   직장경력 3년 이상의 30~39세 남여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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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유지비 - 남성 품위 유지비 - 여성

23만원 정도면 적당해요!

계절에 맞게 갖춰 입는 것도 센스죠.

단벌신사가 되려고?
이제 여름도 오는데

얇은 정장도 마련해야죠. 

여름 정장까지 총 5벌 !

A.

A.

Q.

Q.

입사하고 정장을

2벌 샀는데, 

충분하겠죠?

정장을 더 사야겠네요! 

1벌 당 25만원이면 적당할까요?!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

선배

선배

정장 구매

5벌 × 23만원

커리어 우먼이라면
 명품가방 하나쯤 있어야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도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장만한 가방은 

200만원이 넘어요. 

그래도 8벌씩은 있어야
옷 좀 입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너무 비싸면 부담되니 

한 벌에 19만원 정도!

A.

A.

Q.

Q.

선배!

저는 갖고 있는 옷들도 있고 해서

 오피스룩 3벌 샀는데 더 필요할까요?

패션의 완성은 가방 아니겠어요?

월급 받은 기념으로 166만원 짜리 
명품가방을 사려고 해요.

근데 가격이 비싸서 고민돼요.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

선배

선배

오피스룩 구매 

8벌
×

19만원

연차별 명품가방 구매 고려 금액

166만원
201만원 218만원

1~2 년차 3~4 년차 5년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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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보험상품

주식은 시기상조! 

원금 손실도 고려해 

금융 경험을 쌓은 후에 해봐요.

적금은 필수고, 청약도 필요해요! 
언젠가 내 집 마련할 때 활용할 수 있으니 

월 10만원 정도 꾸준히 불입하면 좋아요.
그리고 적금이 만기 돼 목돈이 생기면 
정기예금에 예치해 이자 수익으로
더 늘려가고, 만일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해요~

A.

A.

Q.

Q.

돈을 버니까 저축에도 관심이 생겨요. 

저축이라고는 적금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또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할까요?

그런데 큰돈 벌려면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초년생 선배

선배

금융상품 추천

소액의 보험료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실비보험을 먼저 가입해 보세요. 

종신보험은 결혼 후 

가족이 생긴 후에 들어도 충분해요!

A.Q.

보험이 필요한지 아직 모르겠는데, 

종신보험을 추천해줘서

비싸지만 가입했어요. 
잘한 걸까요?

사회초년생 선배

보험상품 추천

84%

73%

적금

76%

43%

청약

추천

54%

48%

정기예금

51%

36%

보험

37%

28%

CMA

27%

15%

개인연금

11%

17%

주식

사회초년생 가입률 사회초년생 가입률

실비보험 연금보험암보험

88%

55%

추천

51%

47%

45%

35%

32%

26%

24%

20%

17%

23%

건강보험 저축보험 종신보험

사회초년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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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 부모님 용돈

사회초년생이니 아직은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생활비 수준인 20만원이

 적당해 보이네요.

조카 용돈도 주려면 

명절에 지출이 커질 거예요~

엄청 뿌듯해하시겠네요~
중단 없이 꾸준히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A.

A.

Q.

Q.

입사 후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께 30만원을 드렸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 

매달 2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려고요.

명절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나요?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

선배

선배

부모님 용돈

저는 부모님 국내여행 가실 때 

20만원 밖에 못 드렸는데, 잘했네요~ 

해외여행은 50만원이면 충분해요.

평소에 예비자금을 모아둔다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어요!

평소에 20만원씩 드렸다면

환갑에는 50만원이 적당해요! 

평소보다 더 좋은 곳에서 

외식도 하면 좋겠네요.

A.

A.

Q.

Q.

어머니 생신 때 20만원을 드렸는데,

올해는 환갑이라 더 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신대요.

국내여행에는 30만원 드렸는데,

해외라면 더 드려야겠죠?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 선배

부모님 용돈

20만원30만원 50만원50만원

생신 환갑/칠순 국내여행 해외여행

30만원 20만원 20만원

첫 월급 기념 용돈 매달 생활비 명절 용돈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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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경조사 이직

입사 동기면 친하겠네요? 

친한 사이라면 10만원 정도 해야죠!

참석해서 축하의 말도 전하세요.

기쁜 일에 함께하는 것처럼
슬픈 일도 함께하면 좋아요. 

직계가족 조사라면 
직접 참석하여
위로를 전하세요!

조부모나 시/빙 부모상은 봉투로 
성의를 표현해도 괜찮아요~

A.

A.

Q.

Q.

직장 동료가 부모상을 당했어요.
일이 바빠 직접 가야 할지 고민이네요.

입사 동기의 결혼식 축의금은

5만원이 좋을까요?

10만원이 좋을까요?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

선배

선배

직장 경조사 참석

참석하지 않고, 봉투만 전달한다

이직 시 연봉 상승 금액

8.0% 6.8% 7.8%

29.3% 25.8%

4.5% 2.3%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직장 동료 부모상

 같은 부서 팀원 결혼식

 입사 동기 결혼식

83% 

79%

71%

53% 
49%

44%

16.0% 
9.2%

10.7%

19.0%

20.3%

7.7%

3.8%

직장동료 조부모상

같은 부서 선배 자녀 돌잔치

타 부서 동료 결혼식

주변을 보면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내 가치를
더 인정받더라고요.

하지만 큰 욕심으로 좋은 직장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A.Q.
일한 지 2년 차가 돼서 이직 제의가

들어온다면, 연봉을 지금보다

1,000만원은 

더 주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회사의 복지나 다른 조건이 좋다면

연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희망하는 연봉 상승 금액

사회초년생 선배

직접 참석한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친한 사이라면 직접 참석해보세요~

            └ 축의금   5만원            28%

                           10만원                       65%

└ 부의금   5만원                   52% 

                10만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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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와 결혼에 대한 
남녀의 본심 알기                

 행복한 연애, 결혼생활을 위한 
비슷하면서도 다른 남녀의 소비 

2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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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 식사 소개팅 – 차/디저트

식사는 남자가 사야죠. 
3만원이면 적당한데,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더치페이도 할 수 있어요!

밥은 남자가 샀으니,
 디저트는 제가 사야죠!

남자가 쓴 식사비의
절반 정도 쓰면 되겠죠?

1인당 식사 비용   31,000원

식사를 대접했으니 
커피는 여자가 사도

되지 않을까요?
커피에 간단한 디저트가 있으면 

덜 어색할 것 같아요.

소개팅에서 밥은 
남자가 사야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가 생각하는 
차/디저트비 지출자

14,000원1인당 차/디저트 비용

여자가 생각하는 
차/디저트비 지출자

14,000원1인당 차/디저트 비용

남자가 생각하는 
식사비 지출자

여자가 생각하는 
식사비 지출자

1인당 식사 비용   31,000원

남자
12.6%

여자

56.0%

더치페이

31.4%

남자
11.6%

여자

57.6%

더치페이

30.8%

남자
64.4%

여자

2.6%

더치페이

33.0%

남자
64.2%

여자

1.8%

더치페이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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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년 선물 - 미혼 1주년 선물 - 기혼

주고 싶은 선물 받고 싶은 선물

남자 친구 취향을 
고려해 어울리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가방,지갑 향수, 화장품 가방,지갑옷,구두 옷,구두

여자 친구가 주는 
선물은 다 좋아요

24만원 23만원

꽃보다 실용적인 
선물이 좋아요.

주고 싶은 선물

여자 친구와 
커플링을 고려하고 있어요

30만원

귀금속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꽃향수, 화장품

주고 싶은 선물 받고 싶은 선물

용돈 받아쓰는 남편을 위해 
가장 필요한 

현금으로 준비했어요.

가방,지갑현금 현금 가방,지갑옷,구두 전자기기

용돈이 부족하다는 걸 
아내도 알겠죠?

현금이 필요해요.

34만원 32만원

받고 싶은 선물

남편이 골라주는
선물도 좋지만

제가 직접 사고 싶어요!

43만원

주고 싶은 선물

결혼 1주년! 
아내를 위해 선물을 샀어요. 

앞으로 1년은 편하겠죠?

43만원

현금 현금꽃 가방,지갑귀금속가방,지갑

받고 싶은 선물

27만원

귀금속 가방,지갑 옷,구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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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만원

월 306만원

결혼 경제력 – 배우자 연봉 결혼 경제력 - 결혼자금

남편 연봉이 4,500만원
이상이 됐으면 해요.
 결혼하면 예상 못한
지출이 많으니까요!

연봉이 3,600만원 정도가 될 때
 결혼하고 싶어요.

 맞벌이를 해야 경제적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이제 연봉이 4천만원을
 넘어가니 슬슬 결혼을

생각하게 되네요.

미래의 아내의 연봉이
조금 적어도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요!

- 512만원

4,235만원

3,161만원

둘이 모아서
1억 5천만원 정도면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부족한 건 대출받아야죠!

1억 5,283만원

결혼하려면
신혼집도 마련하고,

결혼식도 준비해야 하니 
둘이서 2억은 있어야겠죠? 

기혼 선배의 조언

1억 9,650만원

1억 6,179만원

결혼 준비를 위해 모아둔 자금이 1억 6천만원 정도면 적당해요!

거기에 대출금을 보태어 신혼집을 마련하고,

부부가 함께 벌어 갚아 나가는 게 보통이니까요.

2억까지 모으려면 결혼이 늦어질 거예요~

4,548만원+ 313만원

월 353만원

월 263만원

월 3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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