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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실시
- 조사실시기간 : 2021. 4. 1. ~ 4. 16.

□ 동북지방통계청(청장 이재원)은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대구ㆍ경북지역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다.
□ 2006년 조사를 시작하여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본 조사의
2021년 대상가구는 전국 20,268가구, 동북청 2,277가구이다.
□ 본 조사는 가구구성‧자산‧부채‧소득‧가계지출‧노후생활 등 19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생활 수준의 정도 및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복지관련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 이재원 동북지방
통계청장은“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조사를 진행하니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요

동 자료는 ‘출처표시’ 및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가계생활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및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가구부문의 자산‧부채‧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930001호)
□ (조사연혁)
❍ 2006년 가계자산조사 실시(5년 주기)
❍ 2010년 제 1회 가계금융조사 실시(매년 주기)
❍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명칭변경(표본규모와 조사내용 확대개편)
❍ 2021년 제 10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일반가구
❍ 학업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자녀와 직장 때문에 외지에 살고 있는
배우자는 포함하여 조사
□ (표본규모) 전국 20,268 가구대구ㆍ경북

2,277가구

□ (조사실시기간)
- 면접조사 기간 : 2021. 4. 1. ~ 4. 16. ※ 준비조사(3.30.~31.)
- 인터넷조사 기간 : 2021. 4. 1. ~ 4. 10.
□ (조사주기) 매년
□ (조사방법) 면접조사(자기기입식, 전화조사 및 인터넷조사 병행)
□ (조사항목) 가구구성, 자산, 부채, 소득, 가계지출, 노후생활, 부가항목 등 190개 항목
□ (주관) 3개 기관(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공동 작성 통계
□ (결과공표) 2021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