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조사대상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조사방법 이메일 조사 (E-mail Survey)

표본규모 10,000명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0.98%p)

모집단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중 20~64세 취업자 23,902천명 (통계청, 2020년 2/4 취업자 통계)

표본 추출 방법 층화 추출법 (stratified sampling method) : 성, 연령, 지역의 모집단 구성비 고려

조사 기간 2020년 10월 

본 보고서에 제시된 ‘보통사람 금융생활 조사’는 조사 전문기관 ‘NICE디앤알(주)’의 자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세부 내용은 신한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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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 유의 사항

    본 보고서에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생활 

    실태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조사의 표본은 조사 연도 통계청의 20~64세 취업자 분포에 따라 층화 추출법을 활용하여

성별, 연령, 지역, 직업의 모집단 구성비를 고려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취업자(근로자, 자영업자 등)를,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무직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외에도 조사 규모와 조사 방법이 보고서별로 상이하므로 비교 등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본 통계 정보는 잠정치로 다음 연도 조사 시 보완 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는 조사 전문 기관인 ‘NICE디앤알(주)’에서 전문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은 신한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신한은행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한은행 Mydata Unit,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이라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임의로 해석하여 대외에 공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구분 사례수

전체 10,000명

성별
남성 5,753명

여성 4,247명

연령

20~29세 1,493명

30~39세 2,245명

40~49세 2,647명

50~64세 3,615명

지역

서울 1,924명

경기/인천 3,263명

대전/충청/세종 1,115명

광주/전라 919명

대구/경북 923명

부산/울산/경남 1,441명

강원 282명

제주 133명

직업

자영업/기업운영 1,352명

사무직/공무원/교육직 5,399명

전문직 789명

판매서비스/기능/생산직 1,633명

프리랜서 619명

학생/기타 208명

구분 사례수 소득 범위

가구소득구간

1구간 2,000명 40만원 ~ 250만원

2구간 2,000명 250만원 ~ 380만원

3구간 2,000명 380만원 ~ 500만원

4구간 2,000명 500만원 ~ 650만원

5구간 2,000명  650만원 ~
표본 특성

월평균 가구 총소득 범위

* 본 보고서의 소득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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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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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3044세는?

10년 후에는

얼마 벌고

얼마를 모을까?실제
2034세는?

2034세 미혼은

얼마 벌고

얼마를 모았을까?

2034세 미혼자들은 본인의 소득 수준을 평균 이하로 인식,
저축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10년 후 소득은 2배 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해

2034세 미혼자들이 생각하는 2034 미혼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350만원으로,

실제 2034 미혼의 월 소득 270만원 보다 80만원 더 많이 벌어 저축도 50만원 더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 응답했다.

자산 규모는 2034세 미혼이 1억 200만원을 보유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평균 1억 1,900만원을 보유해 소득이 적다는 인식과 달리 자산 규모는 1,700만원 많았다.

10년 후 월 소득은 현재(270만원)의 약 2배 많은 530만원을 벌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재 3044세는

그보다 60만원 적은 470만원만 벌어 현재 2034세 평균 월 소득의 1.7배 수준이었다.

또한 10년 후 자산은 현재 보유 자산의 약 3배인 3억 3,300만원을 희망했는데, 실제 3044세의

평균 자산은 그보다 6,800만원 많은 4억 100만원이었다. 소득 상승에 대한 기대와 달리 자산에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현재의 인식

2034세 미혼01

생각 속
2034세 미혼

10년 후
기대

실제
2034세 미혼

실제
3044세

10년 후 인식

350 만원 월소득 270 만원

150 만원 소비 120 만원

140 만원 저축 90 만원

1억 200 만원 총자산 1억 1,900 만원

530 만원 월소득 470 만원

3억 3,300 만원 총자산 4억 100 만원

+ 1,700만원

- 80만원

- 30만원

- 50만원

- 60만원

+ 6,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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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은 260만원이야. 

조금만 더 모으면 재산은 곧 1억원이 돼.

10년 후에는 490만원을 벌어 

재산이 3배 더 늘길 원해.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2034세 미혼은 월평균 260만원을 벌고, 9,500만원의 자산을 보유했다.

10년 후 월 소득은 지금보다 1.9배 인상된 490만원을, 자산은 3배 증가한 2억 8,700만원을

보유하기를 바랐다.

2034세 대기업 재직자는 같은 나이의 중소기업 재직자보다 80만원 더 많은 340만원을 벌고,

총자산은 2배 많은 1억 8,600만원을 보유했다. 

10년 후 이들이 희망하는 월 소득은 600만원, 자산은 4억원이 넘기를 기대하면서 중소기업 재직자와

현재는 물론, 10년 후 기대하는 경제력 수준에도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현재 현재

중소기업 재직자는
10년 후 얼마 벌고 얼마를 모을까?

대기업 재직자는
10년 후 얼마 벌고 얼마를 모을까?

10년 후 10년 후

대기업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은 340만원이고, 

1억 8천만원 정도 재산을 모았지.

10년 후에는 600만원을 벌고,

집도 마련해서 재산은 4억원을 넘을 거야.

260 만원 월소득 490 만원

9,500 만원 총자산 2억 8,700 만원

340 만원 월소득 600 만원

1억 8,600 만원 총자산 4억 4,400 만원

중소기업 재직자의 10년 후 인식 대기업 재직자의 10년 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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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에는

얼마 벌고

얼마를 모을까?실제 30대는?

30대 기혼은

얼마 벌고

얼마를 모았을까? 실제 40대는?

30대 기혼자는 소득도, 보유 자산도 평균 이상이지만
저축은 2/3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10년 뒤 약 40%의 임금 상승과 자산은 2배 늘길 희망하지만,
 현재의 30대와 40대는 별 차이 없어

30대 기혼자들은 인식 상 월평균 490만원을 벌고, 3억 6,6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리라 생각하는데,

실제 30대 기혼자는 월평균 550만원을 벌고, 5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해 소득도, 자산도

30대 기혼자 평균 이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월 소득이 60만원 더 높을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저축은 60만원 더 적게 하고,

소비 수준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다.

30대 기혼자들의 10년 후 월 소득은 760만원으로 현재보다 210만원(38%) 더 오르고,

자산은 현재 보유 자산의 2배 수준인 7억원이 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40대의 월 소득은 580만원으로 10년 후 기대 소득 대비 180만원 적었고,

자산은 5억 5,900만원으로 기대 대비 1억 6천만원 적어 소득과 자산 모두 기대와 현실 간 차이가 컸다.

현재의 인식

30대 기혼02

생각 속
30대 기혼 10년 후 기대

실제
30대 기혼

실제
40대 기혼

490 만원 월소득 550 만원

240 만원 소비 250 만원

180 만원 저축 120 만원

3억 6,600 만원 총자산 5억 1,400 만원

760 만원 월소득 580 만원

7억 1,900 만원 총자산 5억 5,900 만원

+1억 4,800만원

+ 60만원

+ 10만원

- 60만원

- 180만원

- 1억 6,000만원

10년 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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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부가 함께 월 580만원을 벌어

현재 5억원을 모았지.

10년 후 소득은 790만원으로 늘어나고,

재산은 7억원이 넘을 거야.

부부 모두 근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의 월 소득은 580만원으로,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1.4배(210만원) 많은 790만원을 벌기를 희망했다.

현재 보유 자산인 5억 4,100만원에서 10년 후 7억 3,700만원으로 소득 증가폭만큼 자산도 늘길 기대했다.

외벌이 가구는 현재 월평균 390만원을 벌어 맞벌이 가구 보다 약 2백만원 적지만,

1인이 버는 소득은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290만원) 보다 더 컸다.

이들의 10년 후 소득은 240만원 높은 630만원을 벌길 바랐다.

현재 보유 자산은 3억 9,700만원으로 4억원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이었으나, 10년 후에는 1.6배인

6억 4천만원대의 자산을 보유할 것으로 생각해 10년 후 맞벌이 가구와의 격차가 줄 것을 희망했다.

맞벌이 30대 기혼

현재 현재

맞벌이 가구는 10년 후
얼마 벌고 얼마를 모을까?

외벌이 가구는 10년 후
얼마 벌고 얼마를 모을까?

10년 후 10년 후

현재는 월 390만원 벌지만 

10년 후에는 630만원을 벌고 싶어.

재산도 아직 4억원에 못미치지만, 

10년 후에는 6억 중반대로

소득도 재산도 1.6배 늘어나길 원해.

580 만원 월소득 790 만원

5억 4,100 만원 총자산 7억 3,700 만원

390 만원 월소득 630 만원

3억 9,700 만원 총자산 6억 4,600 만원

맞벌이 가구의 10년 후 인식 외벌이 가구의 10년 후 인식

외벌이 30대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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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50대는?

10년 후에는

얼마 벌고

얼마를 모을까?

40대는 얼마 벌고

얼마를 모았을까? 실제 40대는?

40대의 소득과 소비는 평균이나,
저축 및 보유 자산은 평균 이하로 인식

10년 후 자산이 큰 폭 늘길 바라나,
현재 50대의 경제력은 생각 속 40대와 가까워

40대가 생각하는 40대는 월평균 540만원 벌어 280만원을 생활비 등에 소비한다고 응답했는데,

실제 40대의 월 소득은 520만원, 소비액은 27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40대의 현재 월 저축액이 110만원이나, 인식 상의 40대는 매달 180만원을 저축할 것으로 생각했다.

자산 역시 5억 4,600만원을 보유했을 것으로 생각하나, 실제 보유 자산은 5억에 못미치는

4억 8,300만원으로 저축과 자산에는 현실과 인식 간 차이가 있었다.

10년 후 기대하는 월 소득은 590만원으로 10년간 상승 폭이 70만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현재 50대의 

월 소득(560만원) 보다 30만원 많았다.

소득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과는 달리 자산 규모는 10년간 2억원 이상 증가해 7억원이 되길 원했다.

하지만 현재 50대의 보유 자산은 5억 7,400만원으로 앞서 40대가 생각하는 40대의 평균 자산

5억 4,600만원과 더 가까웠다.

현재의 인식

40대03

생각 속 40대 10년 후 기대실제 40대 실제 50대

540 만원 월소득 520 만원

280 만원 소비 270 만원

180 만원 저축 110 만원

5억 4,600 만원 총자산 4억 8,300 만원

590 만원 월소득 560 만원

7억 500 만원 총자산 5억 7,400 만원

- 6,300만원

- 20만원

- 10만원

- 70만원

- 30만원

- 1억 3,100만원

10년 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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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은 440만원이고,

자가는 없지만 재산은 2억 8천만원 있어.

10년 후에는 510만원을 벌고,

재산은 4억 8천만원이 될거야.

자가가 아닌 전월세 혹은 타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40대의 월 소득은 440만원으로

10년 후 50대가 되면 16% 상승한 510만원을 희망했다.

반면 현재 보유 자산은 2억 8,200만원으로, 10년 후 1.7배 늘어난 4억 7,800만원이 되기를 바랐다. 

본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40대의 월소득은 570만원으로, 자가 미보유자 대비 130만원

더 벌고 있었는데, 10년 후 50대에 기대하는 소득은 현재보다 11% 상승한 630만원이었다.

현재 보유 자산은 6억 1,200만원으로, 자가 주택이 없는 40대 보다 2.2배 더 많아 소득(1.3배) 보다 

더 큰 격차를 보였다. 자가 보유자가 10년 후 기대하는 보유 자산은 2.4억원 늘어난

8억 5,200만원으로, 자가 미보유자와 기대 자산 격차는 1.8배로 여전히 컸다.

자가 미보유 가구 자가 보유 가구

현재 현재

자가 미보유 가구는 10년 후
얼마 벌고 얼마를 모을까?

자가 보유 가구는 10년 후
얼마 벌고 얼마를 모을까?

10년 후

월 570만원을 벌면서

내 집이 있어서 재산은 6억원 있어.

10년 후 소득은 630만원으로 오르고,

재산도 8억원 중반은 넘지 않을까?

자가 미보유 가구의 10년 후 인식 자가 보유 가구의 10년 후 인식

570 만원 월소득 630 만원

6억 1,200 만원 총자산 8억 5,200 만원

10년 후

440 만원 월소득 510 만원

2억 8,200 만원 총자산 4억 7,8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