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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026년에는 ‘초고령화사

회(super-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노후생활에 대한 

개인적 대책은 자녀나 친척의 보조였으나 핵가족의 가속화로 인해 자식의 부모부양의식은 더

욱 더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은퇴기간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고 생활수준이 높

아짐에 따라 개별가계는 은퇴 후의 경제문제도 스스로 계획하고 해결해야만 하게 되었다. 때

문에 앞으로 계획적이고 자발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소득과 지출 혹은 소비지출

구조나 가계의 순자산규모를 측정하는 것이다(Prather, 1990). 그러나 이 방법은 측정과 그 

결과의 상호비교가 용이한 반면 자산보유구조를 파악할 수 없어 우리나라 가계와 같이 유동성

이 극히 부족한 가계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가계의 재정상태

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의 재정변수를 조합한 재정비율이

다. 재정비율분석은 개인이나 가계로 하여금 재정적 목표에 도달하게 함으로서 재정상태를 평

가하고 상담하는데 유용한 객관적․상대적 측정방법이며(DeVaney, 1993), 측정지표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 재무제표에 대한 통찰과 효율적 예측이 가능하다. 더욱이 측정의 사실성 때문

에 재정상태에 대한 판단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집단간 비교 또한 용이하다(Lytton, 

Garman & Porter, 1991).

2. 문헌고찰

⑴ 재정비율의 개념

  

재정비율이란 원래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비율로서 재무제표

상에 표기된 항목의 수치를 다른 항목의 수치로 나눈 것을 뜻한다(박정식, 1997). 기업체 등

에서 사용되는 재정비율을 가계에 도입하게 된 것은 가계의 재정상태를 단순히 소득과 지출 

등 한 측면만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두 가지 이상의 재정적 항목을 사용하여 재정상태를 평가

하고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DeVaney, 1993). 즉, 가계가 보유한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의 수량적 분석은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하지만 

가계가 재무적인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해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단

순하게 순자산 지표를 적용할 경우, 이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Hong & Swanson, 1995).

가계재정비율은 가계재무상태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재무상담이나 재무설계 시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진단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양정선, 1997; DeVaney, 

1993; Garman & Forgue, 1994; Prather, 1990). 

가계의 재정복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재정비율의 특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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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Griffith(1985), Mason과 Griffith(1988)가 처음 개발하였고 이 지표를 Prather(1990)가 

처음으로 실증연구에 적용하였다. Prather가 실증연구에 적용한 16개의 재정비율은 순자산의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만들어져 각 가계재무상태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함으로써 가계의 재무목

표와 관련된 재무상태, 순자산의 유동화정도, 지불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재정비율의 분석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이 있다. Griffith(1985), Mason과 

Griffith(1988)는 분석 대상자의 생애주기, 가족구성, 경제적 상태, 경제적 배경, 그리고 재

무관리의 목적과 선호의 측면 등 개별가계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비율을 평가해야 하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Prather(1990)도 연령과 소득은 가계의 재정비율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⑵ 재정비율의 종류

  

가계재무상태의 평가지표로서 가계재정비율의 도입은 Griffith(1985)에서 찾아볼 수 있

다. Griffith는 가계재무상태 분석에 도움이 되는 16개의 재정비율을 제안하였는데, 이들은 

가계자산의 유동성에 초점을 둔 7가지 재정비율과 부채부담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

써 지불능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4가지의 재정비율 그리고 재무구조 중 유형자산

의 비중을 측정하는 5가지 재정비율을 제시하였다. 

Prather(1990)는 재정비율의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Griffith가 제안한 재정비율을 토대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다음 5개의 재정비율이 유용

함을 밝혔다. 즉 유동성에 초점을 둔 재정비율 중 유동자산/월평균지출액, 유동자산/총부채, 

유동자산/비담보부채, 유동자산/연간부채부담액 그리고 유형자산의 비중을 측정하는 비율 중 

주택을 제외한 자산의 순가치/순자산 이었다.

Garman & Forgue(1994)는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재정비율로서 총

자산/총부채, 연간총소득(가처분소득)/연간부채상환액 등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동성

은 유동(금융)자산/월평균지출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Winger와 Frasca(1989)는 월평균지출 대신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였고 유동자산/가처분소득

을 가계의 비상금 수준을 나타내는 재정비율이라고 하였으며 유동자산/단기부채비율은 유동성

을 측정하기 위한 재정비율로 값이 클수록 건실한 재무상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Langrehr와 Langrehr(1989)는 앞선 연구들에서는 연간부채부담대비 유동자산 또는 연간총

소득(가처분소득)으로 부채부담 측면에서 가계의 재정사태를 평가한 것과 달리 잔여소득

(residual income)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이용한 부채부담 분석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즉, 

잔여소득이란 가처분소득(take-home pay)에서 가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임의적 지출을 

빼고 부채상환액을 더한 것으로, 필수․임의 지출을 고려한 이유는 식품구입이나 편의시설이용, 

교통시설 이용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부채상환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지출을 고려해야 하며 잔

여소득비율(잔여소득/부채상환액)의 사용은 소득 중에서 어느 정도의 부채를 유지할 수 있을

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eVaney(1994)는 가계의 파산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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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유동성비율(유동자산/월평균지출), 총자산/총부채, 그리고 연간총부채상환액/연간가처분소

득이 가계파산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계재정비율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광범

위하게 고찰한 연구에는 양정선(1996)과 최윤지․최현자(1998a, 1998b)의 연구가 있다. 

양정선은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무상태 분석에서 모두 10

개의 재무비율을 제시하였다. 이중 7개는 외국에서 상용되는 재무비율로서 비상자금의 적절성

을 나타내는 금융자산/월지출액비율, 초과지출여부를 나타내는 연간총지출/연간총소득비율, 

유동자산을 이용한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금융자산/총부채비율, 전반적인 지불능력을 나타

내는 총자산/총부채비율과 총부채/순자산비율을 이용하였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실물자산을 이용한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실물자산/총부채비율, 부채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타나내는 총부채/연간총소득비율, 주관적최저생계비/월소득비율과 주

관적 최저생계비/월지출비율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재무비율과 그 준

거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제시된 재무비율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점을 제

한점으로 지적하고 있어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서 최윤지․최현자(1998a, 1998b)는 Griffith(1985), DeVaney(1993, 1994)등

이 제시한 재정비율 및 실증연구에서 사용된 재정비율을 토대로 우리나라 농촌가계의 재무상

태를 측정하기 위해 4가지 유형의 재무비율 즉, 소득대비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

율, 자본축적비율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다시 9개의 하위비율을 통해 측정하였다. 소득대비 소

비비율은 초과지출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초단기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

으며 유동성비율 중 월지출액이나 연간가처분소득 대비 유동자산비율은 단기의 유동성지표로

서 그리고 순자산 대비 유동자산비율을 장기유동성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재정비율(financial ratio)은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소비자 자신의 특성에 따라 

혹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정비율 각각의 임계치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순희, 2003, p. 63).

첫째, 총부채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총부채/총자산)을 측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부채

지불능력과 위험수용능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다. 만약 소비자가 주택부채가 없을 때에는 이 

비율이 최대 0.3, 주택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0.5가 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가 1년 내 상환해야 할 단기부채와 유동자산과의 관계(유동자산/단기부채)를 

살펴봄으로써 단기지불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그 비율이 1이상이 되면 적합하나 

그 비율이 너무 커지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유동자산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의 특성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형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

비자가 너무 많은 자산비중을 유동자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

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소비자의 순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유동자산/순자산)을 측정하여 

소비자단위의 단기목표달성여부를 판단하거나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

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0.2정도, 즉 순자산의 20%를 유동자산으로 확보하고 

있으면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의 순자산 중에서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율(투자자산/순자산)을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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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목표달성이 얼마나 잘 진전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

가 진행될수록 이 비율의 적합도 판단수치가 높아지는데 보통 형성기까지는 이 비율이 0.2 이

하가 되어도 적합하지만, 확대기 후반까지 이 비율이 0.5 정도가 되어 확대기 후반부터 요구

되는 자녀결혼자금이나 은퇴 시 소비자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준이 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연간 가처분소득과 연간 부채지불액과의 관계(연간부채지불액/연간가처분소득)를 

봄으로써 소비자의 정확한 총부채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주택부채가 없는 경우에

는 이 비율이 0.2 이하, 주택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0.4가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물론 분모인 연간 가처분소득 대신에 총소득을 사용하여 비율(연간 부채지불액/연간 총소득)

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택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0.1, 주택부채가 있는 경우 0.3

의 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소비자의 월평균 소비지출과 유동자산과의 비율(유동자산/월평균소비지출)을 봄

으로써 소비자에게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중단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생활수

준을 유지하면서 소득획득 재개시까지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예비자금의 적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다. 보통 이 비율이 최소 2―6은 되어야 예비자금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소득중단 시 소비자단위가 보유하고 있던 유동자산을 활용하여 최소한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생활이 가능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일곱째, 총부채와 유동 및 투자자산과의 관계(유동 및 투자자산/총부채)를 보아 주택부채

가 없는 경우는 최소 0.5 정도를 유지한다. 즉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으

로 총부채의 반 정도는 상환할 여력이 되어야 하며, 주택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외소 0.2-0.3 

수준은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연간총소득과 연간주택관련비용과의 관계(연간주택관련비용/연간총소득)를 보

아 비율이 0.25-0.3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연간주택관련비용에는 주택마련 대출원

금과 이자비용, 세금, 보험료 등이 포함되는데, 소비자의 여력 대비 주택관련 욕구충족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자기 집이 없는 소비자가 대출을 이용하여 자기 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 소득대비 어느 정도까지 주택대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최대한계수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정비율 각각의 임계치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에 이용될 재정비율의 기준은 <표3-1>에서 제시되고 있다.

⑶ 한국의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가계재무비율과 관련하여 연구가 수행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 1990년대 후반

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김순미(1998)는 노인가계를 연령에 따라 집단을 분리하여 비교 분석하였는데 55-64세 노

인가계의 경우 총소득액, 총지출액, 최저생계비액, 총부채액 및 순자산액이 65세 이상 노인가

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단지 총자산액만이 두 연령집단에서 유사한 수준이었다. 단

기지출율과 부채상환율은 65세 이상 노인가계가 55-64세 노인가계에 비해 불안정하였고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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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율과 유동성율은 65세 이상 노인가계에 비해 55-64세 노인가계가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양정선(1996)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재무비율과 그 준거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서 미국에서 제시된 재무비율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을 제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주택마

련 및 자녀교육을 위한 지출할당의 적정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재무비율의 구성과 준거기준

의 마련을 제언하였다. 

최윤지․최현자(1998a, 1998b)는 우리나라 농촌가계의 재무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4가지 유

형의 재무비율-소득 대비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을 선정하였으

며 이는 다시 9개의 하위비율을 통해 측정하였다. 소득 대비 소비비율은 초과지출여부를 나타

내는 것으로 초단기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유동성비율 중 월지출액이

나 연간가처분소득 대비 유동자산비율은 단기의 유동성지표로서 그리고 순자산 대비 유동자산 

비율은 장기유동성지표로 사용하였다.

최윤지․최현자(1998a)는 농촌 중 ․ 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를 두 가지 이상의 재정적 항목

의 측정치를 기초로 하여 재정상태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비율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농가의 경우 소득과 자산의 부족으로 초과지출을 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이 35.3%였

다. 소득 대비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 모두 불만족하는 집단의 

경우는 지출이 소득의 107%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농촌의 건전한 재정상태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의 유입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 중․노년기 가계 모두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의 비

중이 높은 반면 유동성 자산이 낮게 나타났고, 단기 유동성을 만족하는 가계의 경우에도 장기

유동성 비율에서는 불만족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실생활에서 현금의 부족과 부채상

환 능력을 떨어뜨려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발생시키며, 갑작스런 소득의 단절 현상이 나

타났을 때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미경(2001a)은 경기불황에 따른 자영업 가구의 재정비율분석에서 제1금융권 자산보유액

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1997년에 비해 1998년에 감소하였고, 채권과 부동산은 증가하였으며, 

부동산의 가격하락으로 부동산 구입이 용이해졌다. 또한 보험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

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경우 저축성보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재무비율의 

변화를 보면 소득 대 소비비율과 유동성 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정책이나 기타 금융보조정책 등의 고려에 따라 연간 재무비율

의 변화를 고려하여 유동성비율 중에서도 가처분소득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 가장 큰 폭으

로 감소하였고, 부채부담비율의 경우에도 소득의 불규칙성으로 인한 부동산의 선호에 따라 현

재 거주하는 주거를 부채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미경(2001b)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재정상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자산상태를 

평균보유액으로 비교하였을 때, 채권과 계를 제외한 다른 금융자산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없었다. 재무비율의 경우, 소득대비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 모두

가 근로소득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순자산과 투자자산의 평균보유액은 차이가 없었다.

채은석과 성영애(2000)는 포괄적인 재무비율을 다루기보다는 특정 재무비율에 관심을 두

고 기준설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계에 주관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객관적인 

부채부담 포인트를 추정함으로서 부채관련기준의 설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월 평균 부채상

환액의 경우는 20만원,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의 비율은 0.2, 부채잔액은 1,500만원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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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채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임계치임을 밝혔다. 

최현자(2001)도 1999년도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부채상한선을 설정하

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부채부담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저축을 할 수 없으며 40%

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지출 및 소비구조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밝혔다.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2003)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계재무상태 평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추출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시도하였고 가계경제의 상태를 안

정과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가계재무비율을 안정성비

율과 성장성비율로 분류하고 각각에 포함된 세부비율에 대해서도 의미전달이 명확하도록 명명

하였다. 안정성지표에는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를 포함하

였으며, 성장성지표에는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유동성지표를 포함하였다. 

성영애․양세정․이희숙․최현자(2004)는 최현자 등(2003)이 제안한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

의 준거기준 만족여부에 따라 가계를 구분하고 각 유형의 가계가 갖는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안전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가계는 매우 드물고 반면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부족한 가계가 

77.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갖추지 못한 가계에 속

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목할만한 결과이며, 성장성은 갖추지 못했으나 안정

성은 갖춘 유형의 가계는 21.4%였다.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서울에 거주하고 

30대이면서 학력이 높은 봉급생활자일 경우로 보고하였다.

이희숙․양세정․성영애․최현자(2004)의 연구 역시 최현자 등(2003)이 우리나라 가계재무상태 

평가를 위해 제안하였던 가계재무비율 및 준거기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였는데 우리나라 전체 가계 중 절반은 현재생활에 급급하여 경제적 위험대비나 가계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특성별 

재무상태로서 가구주직업별로는 봉급생활자가계가, 가구주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의 교육수

준을 가진 가계가 가장 바람직한 재무상태를 보였으며 가구주연령별 재무상태는 연령별 즉,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매우 다른 재무상태를 나타냈고, 특히 60세 이상의 가계가 매우 취약한 

가계재무상태를 보였다고 한다. 주택보유형태별 재무상태는 전세가계가 자가보유 혹은 월세가

계보다 바람직한 재무상태를 보였으며 이는 주택보유로 인한 자산의 유동성 결여로 나타난 결

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거주지역별 재무상태는 실물자산의 규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 이는 실물자산의 시장가치의 지역별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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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논문제목 연구내용 및 결과

양정선

(1996)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

계의 재정상태 분석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재무비율과 그 준거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에서 미국에서 제시된 재무비율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을 제한점으

로 지적하였으며 주택마련 및 자녀교육을 위한 지출할당의 적정도를 지

적해 줄 수 있는 재무비율의 구성과 준거기준의 마련을 제언함.

김순미

(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

석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득액, 총지출액, 최저생계비액, 총부채액 

및 순자산액이 65세 이상 노인가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단지 총자

산액만이 두 연령집단에서 유사한 수준. 단기지출율과 부채상환율은 65

세 이상 노인가계가 55-64세 노인가계에 비해 불안정, 장기지출율과 유

동성율은 65세 이상 노인가계에 비해 55-64세 노인가계가 불안정.

최윤지․최현자

(1998a, 1998b)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

태 평가, 재무비율로 평

가한 농촌 중․노년기 가

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우리나라 농촌가계의 재무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4가지 유형의 재무비율-

소득 대비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을 선정

하였으며 이는 다시 9개의 하위비율을 통해 측정함, 소득 대비 소비비율

은 초과지출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초단기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지표

라고 할 수 있으며 유동성비율 중 월지출액이나 연간가처분소득 대비 유

동자산비율은 단기의 유동성지표로서 그리고 순자산 대비 유동자산 비율

은 장기유동성지표로 사용함.

배미경

(2001a)

경기불황에 따른 

자영업가구의 

재정비율의 변화분석

제1금융권 자산보유액 구성비 1997년에 비해 1998년 감소, 채권․부동산 

증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부동산 구입  용이, 보험보유액 비율 감소. 

소득 대 소비비율, 유동성 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 감소.

배미경

(2001b)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재정상태 비교분석

자산상태를 평균보유액으로 비교, 채권, 계 제외한 다른 금융자산에서 

두 집단 차이 없음, 재무비율은 소득대비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

담비율, 자본축적비율 모두 근로소득자가 높음, 순자산, 투자자산 평균

보유액 차이 없음.

채은석․성영애

(2000)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

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

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

담 관련요인 분석

특정 재무비율에 관심을 두고 기준설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함, 가계에 

주관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객관적인 부채부담 포인트를 추정함으로

서 부채관련기준의 설정을 시도함, 그 결과 월 평균 부채상환액의 경우

는 20만원,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의 비율은 0.2, 부채잔액은 1,500만

원이 심리적 부채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임계치임을 밝힘.

최현자

(2001)

다기간자원배분양식의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부

담의 임계수준

부채부담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저축을 할 수 없으며 40%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지출 및 소비구조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힘.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

(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

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추출하고 그

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시도함, 가계경제의 상태를 안정과 성장성이

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가계재무비율을 

안정성비율과 성장성비율로 분류하고 각각에 포함된 세부비율에 대해서

도 의미전달이 명확하도록 명명함.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

(2004)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

를 이용한 가계유형의 

분석

최현자 등(2003)이 제안한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의 준거기준 만족여

부에 따라 가계를 구분하고 각 유형의 가계가 갖는 특성을 살펴보았음. 

안전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가계는 매우 드물고 반면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부족한 가계의 비율이 높음,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갖추지 못한 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목

할만한 결과임.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

최현자

(2004)

재무비율로 평가한 우리

나라 가계의 재정상태

최현자 등(2003)이 우리나라 가계재무상태 평가를 위해 제안하였던 가계

재무비율 및 준거기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 우

리나라 전체 가계 중 절반은 경제적 위험대비나 가계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 노인가계 재정비율에 관한 연구 고찰

논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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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⑴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0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도시가구패널 조사이며 25개 지역

별로 작성된 1차추출단위 조사구명부에서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 표본 규모(조사

구수)를 결정하였고, 지역별 표본조사구 추출시 크기의 척도에 비례하는 확률을 가진 계통추

출방법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25개 지역별 표본추출률은 서로 다르게 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는 동일하게 되는 지역별 자체가중평균이며, 표본가구는 28,647가구이다. 이중 부적격

가구를 제외하고 실제 조사된 적격가구수는 27,001가구이며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 55세 

이상 노인가계에 해당하는 4,824가구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노인가계의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 55세를 선정한 것은 고령자 고용촉진법(1991)과 통계청 

조사에서 노인과 비노인의 기준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55세는 사회적 노동의 

단절을 의미하는 정년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령이기도 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

며, 노인가계의 연령별 자산구성은 ANOVA를 시행하였다. 노인가계의 자산유형별 영향변수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노인가계의 재무비율은 T-test를 시행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재정비율을 안정성비율과 성장성비율로 분류하고 안정성지표에는 가계

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를 포함하였으며, 성장성지표에는 저축

성향지표, 유동성지표, 투자성향지표를 포함하였다.

4가지 기준자산항목은 Emily Kao(1996)1)와 박주영․최현자(1999)2)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산

분류항목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전금융자산, 위험금융자산, 자가평가액, 자가 이외의 

실물자산으로 나누었다. 안전금융자산은 수익성은 떨어지나 안정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다른 

종류의 자산에 비해 뛰어나 특성을 지닌 자산으로 여기에는 은행상품이 해당된다. 위험금융자

산이란 유동성이 실물자산에 비해 높으며 안전금융자산에 비해 잠재적 수익성은 높으나 안전

성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 채권, 개인연금, 계, 사채가 속한다. 자가평가액

1) 안전금융자산(Liquid financial assets)은 현금, 수표계좌, 정기적금 예금을 포함하며 위험금융자산(Illiquid 

financial assets)은 CD, 주식, 채권, 편드, 연금, 생명보험으로 구성된다. 자가평가액(Housing equity)은 자가 

목적의 주택을 의미하며 자가 이외의 실물자산(Other tangible assets excluding housing equity)은 토지, 자가 

이외의 주택, 건물, 분양금(계약금)을 가리킨다. (Emily Kao, 1996, p.45)

구      분 구 성 요 소

자산포트폴리오

안전금융자산

은행요구불예금, 은행저축성예금, 신용협동조합의 각종예금, 우체국

의 각종예금, 상호신용금고의 각종예금, 농수축협동조합의 각종예

금, 기타예금, 보험.

위험금융자산
투자신탁/증권회사의 각종예금, 종합금융/단자회사의 각종예금, 주

식, 회사채, 계불입금, 사채준 돈.

실물자산 토지, 주택(현거주지, 비거주지), 상업용 건물.

2)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

(박주영․최현자, 1999,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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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평가지표
개      념 재정비율 준거기준 가이드라인선정 원칙

안

전

성

지

표

가계

수지

지표

가계소득에 대한 생활비의 비율로 소비성향

과 적자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월평균생활비/

월평균가계소득
<0.9

낮을수록 좋을 것으로 예상

되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너

무 낮아도 문제

비상

자금

지표

실업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소

득이 중단될 경우 유동성이 큰 금융자산으

로 현재 생활수준을 몇 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금융자산/

월평균생활비
>1 높을수록 바람직함

월평균생활비의 자료가 없을 경우, 금융자

산에 대한 월평균가계소득의 비중으로 대치

하여 계산할 수 있음

금융자산/

월평균가계소득
>1 높을수록 바람직함

위험

대비

지표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가계소득에 대비하여 보험료

를 어는 정도 지출하는가를 측정하여 위험

대비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월평균보험료/

월평균가계소득
0< <0.2

높을수록 보장수준이 높아 

위험대비는 잘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나치게 

많을 경우 현재의 소비를 

위축시킬수 있음

부채

부담

지표

매월 지출해야하는 부채상환액이 가계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유량적인 측면에서 

부채부담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부채상환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채부담을 측정하며 

다른 소비지출에의 영향력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월평균부채상환액

/

월평균가계소득

<0.25 낮을수록 바람직함

유동성이 있는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부채상환능력지표이며, 

추가대출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지표

총부채/

금융자산
<10 낮을수록 바람직함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을 가지고 부

채를 청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채청

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총부채/

총자산
<0.8 낮을수록 바람직함

성

장

성

지

표

저축

성향

지표

가계소득에서 어느 정도를 저축하는지를 측

정함으로써 저축성향을 통하여 가계의 성장

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연간총저축액/

연간가처분소득
>0.1

높을수록 바람직할 것으로 

예측됨

유동성

지표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여 가계의 유동성을 알려주는 지표

금융자산/

총자산
>0.1

높을수록 바람직하며 특히 

노년가계에서 중요함

투자

성향

지표

자산을 운영하면서 위험은 있지만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가계경제

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지표

투자자산/

총자산
0.05< <0.1

높을수록 수익성은 높아질 

것이나 위험성도 상대적으

로 증가함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계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성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실물자산/

총자산
<0.9

지나치게 실물자산의 비중

이 큰 것은 유동성을 저해

시키는 문제가 있음

은 자가 목적의 주택을 의미하며 자가 이외의 실물자산에는 토지, 자가 이외의 주택, 건물, 

분양금(계약금)이 해당된다.

<표3-1> 재정비율 측정도구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 2003,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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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가 족 원 수 2.70 1.32

  학령기 아동수 0.20 0.50

  수 입 원 수 1.19 1.10

  총 소 득 2257.70 2180.90

  근로소득 1029.09 1439.35

  사업소득 498.32 1286.05

  농림․축․어업 8.23 66.46

  재산소득(이자,배당금소득, 임대소득) 268.79 661.05

  이전소득(연금, 기타사회보장수혜, 사적보조금) 304.90 516.26

  기타소득 148.37 845.15

  순 자 산 13912.62 21803.19

독립변수 빈도 비율(%)

가구주 

교육정도

  무학 1218 20.16

  초등학교 1835 30.37

  중학교 987 16.34

  고등학교 1219 20.18

  대학(4년제 미만) 84 1.39

  대학(4년제 이상) 622 10.29

  대학원 77 1.27

결혼상태

  기혼 3685 76.39

  사별 1019 21.12

  이혼 120 2.49

주식투자

유무

  투자하는 가계 4480 92.87

  투자하지 않는 가계 344 7.13

가구주 

연령

  55-64세 3147 65.24

  65-74세 1394 28.90

  75세 이상 283 5.87

자가주택

유무

  소유 3680 76.29

  비소유 1144 23.71

지역

  서울 732 15.17

  6대도시 1924 39.88

  군부지역 2168 44.93

취업유무
  취업 1822 37.77

  비취업 3002 62.23

⑵ 기초분석

<표3-2>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4824)

<표3-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가계의 가족원수는 평균 2.6명으로 대부분 가구주와 배우자의 핵가족 형태인 것으로 

보이며, 학령기 아동수는 평균 0.2명으로 나타났다. 수입원수는 평균 1.1명으로 총소득의 평

균은 2,257만원이며, 순자산의 평균은 13,912만원이었다. 가구주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

이 30.37%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20.18%), 무학(20.16%), 중학교 졸업(16.3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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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55-64세

(N=3147)

65-74세

(N=1394)

75세 이상

(N=28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근로소득 1319.95 1537.57 532.37 1077.46 241.43 733.15

소비지출 1656.37 1109.10 1165.91 895.27 953.47 775.85

은행 2321.04 5261.70 1756.23 3802.09 2114.86 5128.15

주식 144.14 889.51 46.16 460.81 20.81 166.32

채권 15.19 402.43 0 0 537.17 8916.54

개인연금 135.49 1052.59 94.58 1144.05 6.16 46.78

계 및 사채 301.01 1908.60 159.17 761.05 138.94 1039.47

자가 이외 주택 7761.64 9370.86 7381.00 9689.50 6995.27 9772.76

토지 2237.65 9017.75 1706.28 6643.56 3756.57 14910.35

자가 이외 주택 1154.33 4644.43 830.78 3724.23 741.59 4033.44

건물 1087.23 8235.27 926.43 7627.23 844.52 8580.69

분양금 36.59 661.22 32.28 974.75 106.01 1783.31

년제 대학 졸업(10.29%), 4년제 미만 대학 졸업(1.39%), 대학원 졸업(1.27%) 순으로 나타났

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전체 표본의  76.39%를 차지하는 반면 사별이 21.12%로 두 번째를 차

지하였고, 이혼의 경우 120명(2.49%)으로 기혼이나 사별에 비해 그 비중이 낮았다. 주식투자 

유무를 살펴보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노인가계가 전체 노인가계의 92.87%로 노인가계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7.13%로 나

타났다. 노인가계의 가구주 연령은 55세 이상 64세가 65.24%로 전체 노인가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74세가 28.9%,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5.87%로 

조사되었다.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가계는 76.29%로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노인가계는 23.71%로 나타났다. 노인가계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가계가 15.17%로 나타났으며 6대도시의 노인가계는 39.88%, 마지막으로 군부지역의 노인

가계는 44.98%로 서울지역과 6대도시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가구주의  은퇴로 인

해 거주지역을 서울이나 6대도시에서 군부지역으로 이동한 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인가계 중 아직 취업인구에 포함되는 가계는 37.77%로 나타났으며 취업을 하지 못한 노인가

계는 62.23%로 조사되었다.

<표3-3> 노인가계의 연령 및 재정상태

(단위: 만원)

<표3-3>은 노인가계의 연령 및 재정상태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55-64세 노인가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1,319만원으로 65-74세 노인가계의 연평균 근로소

득인 532만원보다 약 2.5배 정도 많은 금액이며, 75세 이상 노인가계의 241만원과도 많은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변화는 연령증가에 따른 가구주의 취업률 감소와 관련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55-64세 노인가계는 연평균 1,656만원, 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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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노인가계는 1,165만원,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953만원으로 모두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지출

을 하고 있으며 소비지출 역시 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인가계의 근로소득을 초과한 소비지출은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을 통해 충당될 것으

로 판단되며 이것은 양세정․성영애(2001)에서 밝힌 노인가계의 소득원천 중 사회보장제도나 자

식들에게서 비롯되는 이전소득의 비중이 20.3%로 높은 수준이며 재산소득 또한 비노인가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금융자산 중 은행보유액은 55-64세 노인가계가 가장 많은 2,321만원이며 75세 이상 노인

가계가 2,114만원, 65-74세 노인가계가 1,756만원 순이다. 주식보유액은 55-64세 노인가계가 

평균 144만원, 65-74세 노인가계가 46만원이며, 75세 이상 노인가계의 경우는 20만원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산의 비중이 점차 감소함을 보여준다. 

또, 일반적으로 노인가계는 미래에 대한 소득력이 현저하게 감소하므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수익성은 높지만 투자위험도 높은 투자자산의 비중을 적게 하는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김연정(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채권보유액은 65-74세 노인가계의 경우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55-64세 노인가계는 15만원만 보유하고 있는 반면 75세 이상 노인가계

는 537만원으로 조사되어 주식보유액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는 각

각 135만원, 94만원, 6만원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고 계 및 사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물자산 중 자가주택의 경우 55-64세 노인가계는 7,761만원, 65-74세 노인가계는 7,381

만원,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6,995만원으로 세 그룹 모두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금액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가계가 총자산액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

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199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연정(1998)은 노인가계가 주택을 유동화시키지 못해 대부분의 자산

을 실물자산으로 보유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토지보유액은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2,237

만원에서 65-74세 노인가계는 1,706만원으로 줄어들었다가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3,756만원으

로 증가하였다. 자가 이외 주택과 건물보유액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분양금보유

액은 55-64세 노인가계와 65-74세 노인가계는 별 차이가 없으며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106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⑶ 노인가계 재정비율 분석

노인가계의 재정비율 분석을 위해 자산유형과 가계재정비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노

인가계의 연령별, 자산상태별 재정비율의 통계량과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을 비교하였

다. 또, 준거기준 만족여부에 따른 4가지 자산항목의 평균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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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지표 성장성 지표

가계수지

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

지표
부채부담지표

저축성향

지표

유동성

지표
투자성향지표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가계소득

금융자산

/월평균

생활비

금융자산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보험료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부채

상환액

/월평균

가계소득

총부채/

금융자산

총부채/

총자산

연간

총저축액

/연간

가처분

소득

금융자산

/총자산

투자자산

/총자산

실물자산

/총자산

안전금융

자산
-0.03 0.78* 0.55* 0.07* -0.02 -0.04 -0.04 0.78* 0.06* 0.08* -0.10*

위험금융 

자산
-0.01 0.08* 0.06* 0.25* -0.01 -0.01 -0.01 0.08* -0.36* -0.27* -0.04

자가

평가액
-0.04 0.16* 0.10* 0.04* -0.02 -0.02 -0.02 0.16* -0.09* -0.05 0.07*

자가 이외

실물자산
-0.01 0.15* 0.07* 0.03* -0.0044 -0.0028 0.0002 0.15* -0.05 -0.03 0.07*

<표3-4> 자산유형과 가계재정비율의 상관관계

(N=4824)

*p<0.001

<표3-4>는 자산유형과 가계재정비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전금융자산은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투자성향지표에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투자성향지표의 실물자산/총자산만이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험금융자산은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투자성향지표 중 투

자자산/총자산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동성지표와 투자성향지표의 투자자산/총자산이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 자가평가액은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투자성향지표 

중 실물자산/총자산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동성지표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

가 이외 실물자산은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중 실물자산/

총자산에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자산유형과 가계재무비율의 상관관계는 자가 

이외 실물자산 보유액이 많을수록 재정비율지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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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평가지표
해당 재정비율 준거기준 평균

표준

편차

준거기준 

만족가계(%)

안

전

성

지

표

가계수지지표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0.9 0.92 1.68 64.26

비상자금지표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1 1.37 2.52 33.91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1 1.09 2.53 25.70

위험대비지표 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0< <0.2 0.04 0.34 8.93

부채부담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0.25 0.01 0.07 99.01

총부채/금융자산 <10 6.77 72.46 94.09

총부채/총자산 <0.8 5.26 61.02 81.63

성

장

성

지

표

저축성향지표
연간총저축액/

연간가처분소득
>0.1 1.37 2.52 75.37

유동성지표 금융자산/총자산 >0.1 0.88 0.25 88.45

투자성향지표
투자자산/총자산 0.05< <0.1 0.90 0.23 0.68

실물자산/총자산 <0.9 38.74 165.77 28.88

<표3-5> 가계재정비율의 통계량과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

(N=4824)

<표3-5>는 가계재정비율의 통계량과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가계수지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의 비율은 64%이며 가계수지지표의 평균은 0.92로 월평

균가계소득의 92% 정도를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자금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는 각각 33%, 25%로 조사되었고 월평균생활비나 월평균

가계소득에 대비한 금융자산의 비율은 1.37, 1.09로서 만일의 사태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경우 1개월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위험대비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의 비율은 안정성지표 중 가장 낮은 8%로 나타났으며 월평균가계소득의 4%정도를 보험료로 지

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부담지표 중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이 99%로 대

부분의 노인가계가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월평균소득의 1%를 부채상환에 지

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금융자산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은 94%, 총부채/총

자산의 준거기준만족가계 비율은 81%인데 반해 금융자산에 대비하여 부채의 규모는 6배나 되

고 부채규모를 총자산에 대비하면 5.26으로 준거기준인 0.8보다 높았다. 이는 총자산을 가지

고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가계도 상당히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노인가계 경제구조의 취약함

을 보여준다.

성장성지표 중 저축성향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는 75%로 나타났으며 유동성지표의 준거

기준을 만족가계는 88%였다. 평균적인 저축성향은 1.37로 이는 연간가처분소득의 1.37배를 저

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유동성지표는 평균 총자산의 88% 정도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을 나타낸다.

투자성향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는 각각 0%, 28%로 노인가계의 투자성향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준거기준 만족가계는 총자산의 90%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실물자산은 총자산의 3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인가계 중 극

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노인가계의 경제적 계층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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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평가지표

55-64세(N=3147) 65-74세(N=1394) 75세 이상(N=283)

평균
표준

편차

준거기준 

만족가계(

%)

평균
표준

편차

준거기준

만족가계(

%)

평균
표준

편차

준거기준

만족가계(

%)

안

전

성

지

표

가계수지

지표

월평균생활비/

월평균가계소득
0.86 0.78 68.57 1.04 2.87 58.11 1.07 0.69 46.64

비상자금

지표

금융자산/

월평균생활비
1.31 2.33 34.51 1.40 2.61 33.64 1.82 3.72 28.62

금융자산/

월평균가계소득
0.97 2.38 24.56 1.24 2.53 28.05 1.70 3.69 26.86

위험대비

지표

월평균보험료/

월평균가계소득
0.04 0.24 11.57 0.05 0.51 4.38 0.0026 0.02 2.12

부채부담

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

월평균가계소득
0.01 0.06 98.86 0.01 0.11 99.57 0.01 0.04 98.94

총부채/금융자산 6.01 52.01 93.77 4.88 44.05 94.40 25.86 231.39 96.11

총부채/총자산 3.85 21.32 79.47 4.69 43.92 84.51 25.73 230.90 91.52

성

장

성

지

표

저축성향

지표

연간총저축액/

연간가처분소득
1.31 2.33 77.18 1.40 2.61 73.53 1.82 3.72 64.31

유동성

지표
금융자산/총자산 0.86 0.27 89.07 0.91 0.22 88.31 0.95 0.18 82.33

투자성향

지표

투자자산/총자산 0.88 0.25 0.79 0.93 0.20 0.57 0.96 0.15 0

실물자산/총자산 33.52 166.99 26.85 42.76 144.20 31.56 81.87 236.36 38.16

<표3-6> 노인가계 연령별 재정비율의 통계량과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 비교

<표3-6>은 노인가계 연령별 재정비율의 통계량과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을 비교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계수지지표는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월평균가계소득의 86% 정도를 생활비로 지출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이 68%로 노인가계의 세 집단 가장 높다. 연령

이 증가할수록 가계수지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은 58%, 46%로 낮아지며 75세 이상의 

노인가계는 월평균소득의 1.07배 정도를 생활비로 지출하며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이 절반인 

50%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가계의 경제구조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

고 있다.

비상자금지표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는 55-64세 노인가계는 준거기준 만족가

계 비율이 34%, 65-74세 노인가계와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각각 33%, 28%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 만족가계는 55-64세 노인가계가 24%, 나머지 가계

가 각각 28%, 26%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경우 실업 등의 사건으로 인해 일

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할 경우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계가 매우 적을 것으

로 보이며 만일의 사태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경우 1개월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대비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은 55-64세 노인가계가 11%로 가장 높고, 나머지 

가계들이 각각 4%, 2%로 나타났으며 55-64세 노인가계는 월평균가계소득의 4%, 65-74세 노인

가계와 75세 이상 노인가계는 각각 5%, 0.26% 정도를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계의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매우 미흡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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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부담지표 중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은 55-64세 

노인가계와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98%, 65-74세 노인가계가 98%로 대부분의 노인가계가 준거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모두 월평균소득의 1%를 부채상환에 지출하고 있

다. 총부채/금융자산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역시 각각 93%, 94%, 96%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금

융자산에 대비하여 부채의 규모는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6배, 65-74세 노인가계는 4배, 75

세 이상 노인가계는 2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총자산의 준거기준 만족가계는 75

세 이상 노인가계가 91%로 가장 높았고 65-74세 노인가계가 84%, 55-64세 노인가계가 79%로 

나타났으며 55-64세 노인가계의 평균이 3.85, 나머지 가계가 각각 4.69, 25.73으로 준거기준

인 0.8보다 높았다. 이는 총자산을 가지고도 부채를 모두 갚지 못하는 노인가계도 상당히 있

음을 보여준다.

저축성향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은 각각 77%, 73%, 64%였으며 55-64세 노인가계의 

평균은 1.31로 이는 연간가처분소득의 1.31배를 저축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나머지는 각각 

2.61, 1.82로 연간가처분소득의 2.61배와 1.82배를 저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동성지표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은 55-64세 노인가계가 89%, 65-74세 노인가계가 

88%,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82%로 나타났으며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각각 

평균적으로 총자산의 86%, 91%, 95% 정도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투자성향지표에서 투자자산/총자산의 준거기준 만족가계는 55-64세 노인가계가 0.79%, 나

머지 가계가 각각 0.57%, 0%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이 총자산의 88%, 93%, 96%를 주식이나 채

권과 같은 투자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성향지표 가운데 실물자산/총자산의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을 살펴보면, 55-64세 노인가계가 26%, 65-74세 노인가계가 31%, 75세 

이상 노인가계가 38%로 나타났으며 실물자산은 총자산의 33배, 42배, 81배나 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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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평가지표

자산수준

하위 25%

(N=1206)

자산수준 

25-50%

(N=1210)

 자산수준

 50-75%

(N=1203)

 자산수준 

 상위 25%

(N=1205)
 F test

평균

준거기준 

만족가계

(%)

평균

준거기준 

만족가계

(%)

평균

준거기준 

만족가계

(%)

평균

준거기준 

만족가계

(%)

안

전

성

지

표

가계

수지

지표

월평균생활비/

월평균가계소득
0.99 50.91 1.00 63.22 0.88 69.83 0.82 73.11  3.25 *

비상

자금

지표

금융자산/

월평균생활비
0.43 12.69 0.73 22.40 1.42 40.98 2.89 59.67 267.05 ***

금융자산/

월평균가계소득
0.37 7.71 0.62 15.45 1.15 32.00 2.21 47.72 136.87 ***

위험

대비

지표

월평균보험료/

월평균가계소득
0.01 4.31 0.02 8.60 0.03 10.39 0.09 12.45 13.62 ***

부채

부담

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

월평균가계소득
0.01 99.17 0.01 98.35 0.01 98.92 0.00 99.83 2.26

총부채/금융자산 9.26 91.21 6.31 92.73 10.23 95.26 1.66 97.18 3.18 *

총부채/총자산 7.90 81.01 5.67 76.45 6.50 81.96 1.40 87.14 2.35

성

장

성

지

표

저축

성향

지표

연간총저축액/

연간가처분소득
0.43 55.64 0.73 70.91 1.42 85.20 2.89 89.79 267.05 ***

유동성

지표
금융자산/총자산 0.93 80.27 0.89 87.93 0.88 93.10 0.82 92.53 31.72 ***

투자

성향

지표

투자자산/총자산 0.93 0.66 0.90 0.50 0.90 0.33 0.87 1.24 14.76 ***

실물자산/총자산 13.06 77.45 47.49 15.04 43.48 10.37 47.81 12.70 10.56 ***

<표3-7> 노인가계 자산상태별 재정비율의 통계량과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 비교

* p<0.05,  ** p<0.01,  ***p<0.001

<표3-7>은 노인가계 자산상태별 재정비율의 통계량과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을 비

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채부담지표 중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과 총부채/총자산은 자산수준별 평균의 

차이가 없었다. 또,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 중 총부채/금

융자산, 저축성향지표는 자산수준이 높아질수록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

계비율이 증가하였다.

유동성지표는 자산수준 50-75%의 가계가 93%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비율이 가장 높

았으며 투자성향지표 중 투자자산/총자산의 준거기준 만족가계비율은 자산수준 상위 25% 가계

가 1.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투자성향 중 실물자산/총자산은 자산수준 하위 25%의 가계가 

77%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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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가계재정비율 및 재정비율의 준거기준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재무상

태를 평가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계의 연령 및 재정상태는 소비와 소득 모두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식, 개인연금, 계 및 사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가계의 실

물자산 중 자가주택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

며 자가 이외 주택과 건물보유액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노인가계 재정비율 분석을 보면 가계수지지표(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를 만

족하는 가계가 약 64%로 나머지 36%의 가계는 매월 소득의 90%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저축성향지표(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준거기준을 만족

하는 가계비율이 75% 정도라는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적어도 전체 노인가계의 25% 정도

는 현재소득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해야만 하는, 현재 생활에 급급한 가계임을 시사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위험대비지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는 8.93%를 보여 경제적 위험대비에 

취약한 가계가 91%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비상자금지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비율

은 약 33%, 25%로 만일의 사태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경우 1개월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

는 가계가 절반도 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부채부담지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비율은 99%, 

94%, 81%로 나타났다. 유동성지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비율은 88% 총자산의 88% 정도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투자성향지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비율은 각각 

0%, 28%로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투자자산 보유수준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대부분이 안정지

향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노인가계의 자산상태별 재정비율을 살펴보면 부채부담지표 중 월평균부채상환액/월

평균가계소득과 총부채/총자산이 자산상태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준거기준 만족가

계 비율을 보면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 부채부담지표 중 

총부채/금융자산은 자산수준이 높아질수록 준거기준 만족가계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준거기준 만족여부에 따른 자산별 평균 비교를 살펴보면 안전금융자산은 가계수지지

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부채부담지표 중 총부채/금융자

산, 총부채/총자산, 투자성향지표 중 투자자산/총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

험금융자산은 부채부담지표 중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총부채/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무상태평가지표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 자가평가액과 자가 이외의 

실물자산은 동일하게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투자성향지표 중 실물자산/총자산에 영향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부담지표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은 높지만 전자산을 가지고도 부채

를 갚지 못하는 가계가 상당히 있다는 결과와 투자성향지표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

율은 낮지만 실물자산이 총자산의 38배나 된다는 결과는 최저층에 있는 노인가계의 빈곤 지수

가 상당히 높을 것임을 추정하게 해 준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재정관리 시 상당한 숫자의 가계들이 재정적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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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은 물론 가족의 질병, 사고, 실업 등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부채를 갖게 되고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재정비

율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보면 절대적 소득이 부족할 경우도 있겠지

만, 충분하지 않은 소득수준일지라도 그 소득 내에서 소비지출 비중을 최소화하여 저축과 보

험에 주어진 소득을 할당해야 한다는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계가 많음을 시

사하고 있어 재무관리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본 연구는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노인

가계를 유형화하고 노인가계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인가계 재

무상태의 평가틀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의 유용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계의 구체적인 경제적 

구조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노인가계에게 가계재무계획의 필요성을 일깨

워주며 가계재무계획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의 입안자에게

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정책의 기본선 설정에 도움을 주며 최저층에 있는 노인가계의 소

득안 창출, 조세감면 등의 프로그램을 구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정부차원에

서는 예비노인가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년기를 대비하여 경제적 준비를 체계화할 수 있도

록 유도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넷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교육기관에는 초․중년기에 있는 가계로 하여금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재무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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