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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의 계층 인식

우리 국민의 46%, “나는 하위층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중산층의 삶과 금융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중 ‘자신을 중
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54%, ‘하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46%였다. 반면 응답자 중 자신을 상위층
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1%에 그쳤다.  
중산층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75~200% 범위에 속하는 구성원으로 정의하여 실제 응답자들의 소득수준을 
물어본 후, 그 결과를 정리하면 상위층 17%, 중산층 67%, 하위층 16%로 나타났다. 실제 구성비와 국민
들의 주관적인 인식과 비교할 때 상위층과 중산층에서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2020년과 2022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사람이 줄고(4%p), 하위층으로 보
는 비율은 더 증가하였다(4%p). 그만큼 주식, 암호화폐 증 자산 폭등기에 혜택을 받지 못한 박탈감 등이 반
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22 중산층의 삶과 금융실태조사’, 2022.04.06. (만 30~59세 성인남녀 1140명, 온라인조사, 2022.02.22.~03.02) 
**보도기사 : 한국경제신문, ‘부동산주식 폭등에 소외감...30대 절반 이상이 “나는 하위층”’, 2022. 04.06(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
2022040686851)  
Note : 중산층의 기준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중위소득의 75~200% 범위에 속하는 구성원으로 정의함. 

[그림] 국민들의 계층 인식 
          (실제 응답자 위치 vs 주관적 인식, %)

◎ 부동산과 금융자산, ‘최소 9억 4천만 원’은 있어야 중산층!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월평균 소득은 686만 원으로 2년 전 조사 대비 11%p 높았다. 
또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규모는 가구 기준 최소한 9억 4천만 원을 중산층의 조건으로 꼽았다. 주목할 점
은 중산층 조건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규모가 2년 전(7억 8천만 원) 대비 무려 21%p나 증가한 점이다. 
그 사이 크게 오른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보인다.

*자료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22 중산층의 삶과 금융실태조사’, 2022.04.06. (만 30~59세 성인남녀 1140명, 온라인조사, 2022.02.22.~03.02)

[그림]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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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vs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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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응답자들의 경우 자신이 ‘하위층’이라 인식하는 비중이 56%로 2020년 대비 6%p나 증가했다. 반면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30대는 44%로 6%p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국민 전체보다 30대가 특히 자신을 
하위층이라 보는 비율이 훨씬 높아, 이들의 현실적인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다. 
30대들의 근로소득 및 투자에 대한 인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이들이 ‘근로소득 증가율이 투자소득 증가
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인지하여, 30대 응답자 절반 가까이(45%)는 근로소득이 자산 형성에 큰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주식 및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 5명 중 2명꼴(42%)로 
주식 암호화폐 투자만으로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 30대층, 국민 전체보다 자신을 하위층이라 인식하는 비율 훨씬 높아!

[그림] 30대 연령층의 계층 인식 (%)

*자료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22 중산층의 삶과 금융실태조사’, 2022.04.06. (만 30~59세 성인남녀 1140명, 온라인조사, 2022.02.22.~03.02)

[그림] 30대 연령층의 근로소득/투자 인식 (그렇다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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