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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지난 2011년 6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수준, 증가속도, 구조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소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 발표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소폭 둔화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보유가구의 부채구조는 오히려 취약해졌다. 또한 금융권의 신규대출 축소로 소위 돌려 

막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과다·다중채무자 등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향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세 지속과 함께 가계소득의 획기적인 증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존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거의 1,000조원에 가까운 가계부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중ㆍ장기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그간 미시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연구는 특히 2011년 이후 활발히 진행 

되어온 것이 사실이나, 관련 데이터의 불충분성 등으로 미시적 분석결과를 통해 가계부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기까지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1).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추가적인 학문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CB사가 보유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는 계좌단위로 집중되고 있는데 우선 이를 차주단위로 재 

집계한 후, 다시 이들 차주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가구단위로 최종 집계함으로써 

부채를 보유한 가구단위의 분석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였다. 둘째,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데이터 

불충분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가 집중되고 있는 민간 개인신용 

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KCB)의 도움을 받아 전수 데이터(1,413만 가구)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셋째, 현재 CB사에 집중되지 않고 있는 보유자산 정보(즉, 부동산114의 아파트 시세 

자료)를 가구정보와 결합시킴으로써 부채보유가구의 자산수준을 분석에 감안하였다. 넷째, 

대출 및 연체결정요인 등이 상이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각각 구분하여 부채보유가구의 

연체결정모형을 추정하였다. 특히 저소득군과 고소득군의 연체결정요인이 상이한지 검증해 

보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다섯째, 도출된 연체결정모형을 기준으로 정교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향후 경기 충격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규모를 추정해 봄으로써 금융 

시스템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장의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가계부채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제Ⅲ장에서는 CB정보를 이용한 가구화 절차를 살펴보고, 가구화된 

1) 현재 가계부채 연구에 주로 사용하는 미시 자료로는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
지조사와 금융회사의 계좌단위 정보가 있다. 우선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상의 어려움으로 
부채보유가구의 연체여부와 같은 부실위험과 지역별 현황을 알 수 없다. 또한 다중채무와 같은 부채보유가구의 부
채구조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민간 CB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단위 정보는 매우 상세한 금
융거래와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연구자가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가 
계좌단위로 집계되어 있어 가구의 재무여력 및 상환능력 등 가구단위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분석자료의 기초통계 및 주요 특징을 기술하였다. 제Ⅳ장에서는 부채보유가구의 연체결정 

요인을 주택담보와 신용대출로 각각 구분하여 연체모형을 추정하고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이미 앞에서 추정한 연체모형을 이용해 부채보유가구의 부도확률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향후 경기 충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의 결론에서는 

앞에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ⅡⅡⅡⅡ.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선행 선행 선행 선행 연구연구연구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부실위험 가능성 등에 대하여 미·거시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우선 김우영·김현정 (2009)은 한국노동 

패널자료2)를 이용하여 확장된 생애주기가설(augmented life-cycle hypothesis)에 따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현황이 생애주기 

가설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45세 이후에 부채보유 확률이 감소하고 

55세 이후에는 부채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결과가 생애주기가설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태패널모형 추정을 통해 전기의 부채가 현재 부채 

보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 부채의 지속성이 높게 나타났다. 

함준호·김정인·이영숙(2010)은 은행연합회와 KCB가 보유하고 있는 2009년 8월 기준 

약 2,210만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의 특성과 금융업권별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금융권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융 당국의 규제로 인해 차환이 어려운 경우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 

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가계부채의 불량률 상승이 각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박연우·방두완(2011)은 주택금융공사와 한국신용정보(NICE)의 미시데이터와 주택 

가격과 같은 거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낮은 LTV로 인해 거시충격에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40% 이상 폭락하는 경우 손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김영일(2012)은 가계금융조사3)(2011)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부채상환여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계금융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의 정보를 

2) 한국노동연구원에서 5,000가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패널 조사로 1998년 1차 조사가 시작된 이

후 현재까지 매년 진행되고 있다. 김우영·김현정(2009)은 2000년~2007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3) 통계청에서 실시하였으며 전국 약 10,000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한 표본조사이다.



이용하여 소득분위, 지역, 종사상 지위, 차입기관 수 등의 가구 특성별 부채상환여력을 평가 

하고 이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손실위험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채상환 

여력이 비교적 양호한 가구의 비중이 높은 은행부문의 경우 충격에 따른 손실위험이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금융권의 경우에는 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 비중이 높아 

충격에 의한 손실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선·임광규(2013)는 5개 대형 시중은행의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 계좌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출규모 및 연체결정요인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에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연체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초 약정금액, 담보물 

가치, 소득 등의 재무적 변수와 원금 상환 여부, 집값 상승률 등의 비재무적 변수, 그리고 취급 

당시 LTV와 DTI규제 적용 여부 등의 변수를 가지고 로짓 모형을 통해 각 변수가 연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LTV와 DTI 규제는 연체발생확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LTV가 70% 또는 DSR이 40% 이상인 경우 연체 

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재무적 요소의 영향을 살펴보면, 현재 

원금상환 중인 경우 연체발생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집값 상승은 연체발생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뿐만 아니라, 동 연구에서는 연령대와 취급시점에 따른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현재 5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연체확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취급시점 별로는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던 2006년에 취급했던 계좌인 경우 

LTV, LTI, 대출 규모가 모두 크고 연체확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논문들 외에도 가계부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몇몇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계부채의 연체 관련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가계 

부채의 부실화 혹은 연체에 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연체 

관련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작아 연체와 관련된 유의한 분석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재차 명시해 두고자 한다.  

ⅢⅢⅢⅢ. . . . 분석자료에 분석자료에 분석자료에 분석자료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설명설명설명설명

1. 1. 1. 1. CBCBCBCB정보를 정보를 정보를 정보를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가구화 가구화 가구화 가구화 요건요건요건요건

(1) (1) (1) (1) 가구화 가구화 가구화 가구화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계좌정보를 이용한 차주별 분석시 상환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맞벌이 가구의 예를 간단히 들어보자.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모두 5천만원이고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출’)을 만기 10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2억원 받아 

연 5%의 이자를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연 2천만원의 원금과 1천만원의 이자를 상환 



하게 된다. 대출 당사자인 남편의 부채부담 및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LTI(loan to income)4)와 

DSR(debt service ratio)5)은 각각 400%와 60%이나, 이를 가구단위로 계산하면 각각 

200%와 30%로 낮아지게 된다. 즉,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원이 존재할 경우 차주 단위로 

상환능력을 평가할 경우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어 결국 부실위험이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계부채의 현황파악 및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가구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2) (2) (2) 가구화 가구화 가구화 가구화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및 및 및 및 요건요건요건요건

가구단위 분석을 위해 KCB에 집중되고 있는 계좌정보를 차주단위로 집계한 후, 가구화가 

가능한 3,153만 차주를 대상으로 가구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KCB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주는 총 4,114만명으로, 이 중 집주소와 집전화번호가 불명확한 차주 

(807만명)를 제외하였다. 또한 사망자(33만명)와 외국인(121만명)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총 3,153만명을 가구화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가구는 기본적으로 주소 및 자택 전화번호가 

동일할 경우 동일 가구로 정의하였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주소만 동일하다면 동일 가구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소가 같더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 주소뿐만 아니라 자택 전화번호 둘 다 동일할 경우에만 동일 가구로 정의하였다. 가구원 

수가 1명일 경우 27세 이상이고 신용카드를 보유할 경우만 1인가구6)로 정의하였다. 또한 

집단가구를 배제하기 위해 가구원수가 5인 초과일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3) (3) (3) 가구분포 가구분포 가구분포 가구분포 및 및 및 및 소득비교소득비교소득비교소득비교

가구화 결과,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1,413만 가구7)가 최종 도출되었다. 이러한 

가구분포를 통계청 분포와 비교해 본 결과에 따르면 지역 및 가구주 성별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반면에 가구주의 연령분포는 KCB가 40대 이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CB 정보가 주로 신용활동을 영위하는 차주 중심으로 등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8) 또한 

KCB 기준으로 전체 가구 연소득9)은 4,752만원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4,731만원10)과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나 소득분위별로는 KCB 기준 소득 1분위의 가구소득이 2,005만원으로 

4) 소득대비 총부채비율로 주로 부채부담을 의미한다. 
5)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주로 상환부담을 의미한다. 
6) 일반적으로 취업 및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직장인 및 학생은 1인 가구에서 제외하였다. 
7) 통계청의 2010년 기준 총 가구수는 1,757만(일반가구 1,734만)으로 통계청대비 약 300만 가구가 적은데, 이는 

가구화에 필요한 주소 및 전화번호 불명확 차주가 KCB 가구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8) 일례로 지방에 거주하는 고연령 가구의 경우 대출개설 및 신용카드 이용 등 신용활동을 거의 영위하지 않아 KCB

에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9) 소득정보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증빙소득을 이용하였고, 증빙소득이 없을 시 KCB의 추정소득을 이

용하였다. 
10) 통계청 소득은 2012년 6월말 전국 2인이상 비농가 기준이다.



통계청 1,531만원 대비 31% 과대추정되었다. 이는 KCB 소득이 기본적으로 신용활동자를 

대상으로 추정됨에 따라 소득 1분위에서는 소득분포가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구의 재무여력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가구지출의 대용자료로 활용하였다. 2002~2003년 카드사태 이후 민간소비 대비 신용판매 

이용금액 비중이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최근 가계소비의 약 60%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소비와 신판이용금액 증가율도 2008년 이후 매우 유사한 패턴11)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금지출 부분을 측정할 수는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카드이용 

실적이 KCB에 등록됨에 따라 카드이용금액을 가구지출의 대용지표로 이용하였다.

2. 2. 2. 2. 가구자료의 가구자료의 가구자료의 가구자료의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초통계 및 및 및 및 주요 주요 주요 주요 특징특징특징특징

(1) (1) (1) (1) 부채규모 부채규모 부채규모 부채규모 및 및 및 및 구조구조구조구조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총 1,413만 가구 중 56.5%인 798만 가구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가구 중 41.9%인 335만 가구가 주담대출을, 71.7%인 572만 

가구가 신용대출을, 30.9%인 246만 가구가 기타 담보대출(이하 ‘기담대출’)12)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주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가구도 23.6%인 188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13). 

2009년과 비교해보면, 부채보유가구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평균대출금액 또한 증가하여 

평균 LTI가 182.4%로 상승하는 등 가구의 부채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금융권의 고금리 부채차입 증가로 전체 보유부채 중 은행부채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한편 

부채보유가구의 전체 부채 중 주담대출 비중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2011년 6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분할대출 비중이 52.7%에서 57.7%로 증가하였다.      

(2) (2) (2) (2) 재무여력 재무여력 재무여력 재무여력 및 및 및 및 부실위험부실위험부실위험부실위험

총대출 및 2금융권 차입 증가로 상환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가구의 재무여력이 약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의 평균 DSR은 18.6%(2009.6)에서 21.7%(2012.6)로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재무여력비율은 동 기간 중 29.9%에서 9.7%로 대폭 하락14)하였다. 이와 같이 

부채보유가구의 재무여력이 약화됨에 따라 소득으로 대출 및 카드이용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11) 민간소비와 신용판매 이용금액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는 2003~2012년에 73.4%이며 특히 2008~2012년에는 
94.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12) 담보물이 주택이 아닌 예적금, 토지, 상가, 공장, 오피스텔, 자동차, 선박 등이며 주로 농지와 상가 비중이 높

다. 동 대출은 주로 상호금융에서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3) 부채보유가구수는 중복을 포함하고 있다. 즉 주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가구일 경우 주담대출과 

신용대출에 각각 가구수가 반영되었다. 

14) 2009년 대비 재무여력이 비교적 크게 하락한 것은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구분 항목 2009.6월 2012.6월
총가구 총가구수 13,319 14,130

부채규모

부채가구수(비중) 7,051(52.9%) 7,980(56.5%)
총대출잔액 573,420 730,990
평균대출잔액 81,327 91,606
평균 LTI 166.8% 182.4%

부채구조

주담대출 보유가구수(비중) 2,705(38.4%) 3,346(41.9%)
신용대출 보유가구수(비중) 4,943(70.1%) 5,722(71.7%)
기담대출 보유가구수(비중) 2,383(33.8%) 2,464(30.9%)
주담+신용대출 보유가구수(비중) 1,457(20.7%) 1,880(23.6%)
은행대출잔액비중 68.0% 65.3%
주담대출잔액비중 53.6% 55.7%
주담분할대출잔액비중(주담대비) 52.7% 57.7%

상환능력

및 부담

평균가구소득 51,558 54,064
평균 DSR 18.6% 21.7%
DSR40%이상 가구수(비중) 897(12.7%) 1,301(16.3%)
DSR40%이상 대출(비중) 189,683(33.1%) 287,588(39.3%)

재무여력
연간 원리금상환금액 16,236 18,759
재무여력비율 29.9% 9.7%
적자가구수(비중) 1,075(15.2%) 1,983(24.9%)

부실위험
연체율 0.8% 0.9%

1.9%2.4%적자가구 연체율

적자가구도 증가하였다. 또한 고금리 부채차입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무여력 또한 

약화됨에 따라 부채보유가구의 부실위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표 표 표 1> 1> 1> 1> 부채보유가구의 부채보유가구의 부채보유가구의 부채보유가구의 부채 부채 부채 부채 및 및 및 및 상환능력 상환능력 상환능력 상환능력 현황현황현황현황

              (단위: 천가구, 십억원, 천원)

주) 1) 재무여력비율 = (가구연소득-연간 신판이용금액-연간 원리금상환액)/가구연소득
     2) 적자가구는 재무여력비율이 (-)인 가구를 의미
     3) 연체율은 30일 이상 금액 기준

3. 3. 3. 3. 데이터상의 데이터상의 데이터상의 데이터상의 한계 한계 한계 한계 

부채보유가구를 분석하는데 있어 데이터상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유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부채보유가구의 

상환능력은 주로 소득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퇴한 고연층의 경우 소득수준은 낮으나 

보유자산이 충분할 경우 소득만으로는 정확한 상환능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이들 가구들은 부동산과 같은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부채상환능력은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자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KCB자료에는 이와 

같은 자산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소득지표를 이용하여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저소득군의 경우 소득이 다소 과대추정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소득군의 평균소득이 통계청대비 약 30% 과대 추정됨에 따라 이들의 부실 



위험이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셋째, 가구의 현금지출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가구의 정확한 재무여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가계지출 중 

신용카드 결제부분만 반영함에 따라 재무여력이 다소 과대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ⅣⅣⅣⅣ. . . . 연체결정 연체결정 연체결정 연체결정 요인 요인 요인 요인 및 및 및 및 분석모형 분석모형 분석모형 분석모형 추정추정추정추정

1. 1. 1. 1. 연체결정 연체결정 연체결정 연체결정 요인요인요인요인

(1) (1) (1) (1) 가구속성가구속성가구속성가구속성

부채보유가구의 연체를 결정하는 미시요인은 크게 가구속성과 재무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가구속성은 가구주 연령, 직업, 신용등급 및 거주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부록]의 연령별 가계부채 및 상환능력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LTI가 높은 가운데 2금융권 비중이 비교적 큼에 따라 타 연령 대비 연체율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와 같은 고연령층의 경우 이미 은퇴를 

하였거나 곧 은퇴할 시기에 접어듦에 따라 이들의 상환능력이 취약해 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아래 <그림1>과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대별로 주담대출 잔액비중은 비슷한 수준이나 

상환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연령층에서 이자만 납입하는 일시상환비중이 높아 

향후 원금상환 도래 시 차환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1> 1> 1> 연령별 연령별 연령별 연령별 대출잔액비중대출잔액비중대출잔액비중대출잔액비중: : : : 대출유형           대출유형           대출유형           대출유형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 2> 2> 2> 연령별 연령별 연령별 연령별 대출잔액비중대출잔액비중대출잔액비중대출잔액비중: : : : 상환방식상환방식상환방식상환방식

직업의 경우 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이 높은 가운데 부채구조 및 재무여력이 취약하여 부실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 파악이 어렵고 가구주가 급여소득자인지 

자영업자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모형추정에서는 제외하였다. 

신용등급의 경우 가구주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향후 가구의 연체발생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차주의 신용등급이 과거의 신용행태를 기초로 미래에 발생할 연체를 예측하는 

것으로 신용도가 낮을수록 연체확률은 높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연체확률이 가구주의 

신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주의 신용도를 반영하였다. 

한편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의 LTI가 높아 

부실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비동조화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은 하락한 반면에 비수도권은 큰 폭으로 상승 

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도 수도권은 상승추세이나 비수도권은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2) (2) (2) (2) 재무속성재무속성재무속성재무속성

재무속성은 크게 상환능력, 부채구조, 다중채무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가구의 상환 

능력 측정지표로는 자산, 소득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가구의 자산이 중ㆍ장기적인 부채의 

상환능력 지표라면 소득은 비교적 단기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인 연체를 

예측하기 위해 소득 중심으로 상환능력을 측정하였다. 특히 연체확률과 강한 선형관계를 가진 

DSR을 상환능력 지표로 사용하였다.

부채구조는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부채의 질은 주로 차입 

기관(은행/2금융), 대출유형(주담/신용 등), 상환방식(일시/분할), 만기구조 등을 통해 측정 

한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취약가구들이 주로 고금리의 2금융권 부채를 차입함에 따라 상환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부채 중 2금융권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실위험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중채무는 신용 또는 카드대출 보유여부를 통해 측정하였다. 다중채무는 부채보유 가구의 

부채부담 및 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중ㆍ장기적으로는 가구의 부실위험과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제약가구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인해 부실위험을 낮추는 영향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 3건 이상 등과 같은 양적 지표로 

다중채무를 평가할 경우 부실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다중채무는 

양적지표보다는 질적지표, 예를 들면 2금융권 및 카드대출과 같은 고금리 대출보유 여부 등을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3) (3) (3) (3) 주담속성주담속성주담속성주담속성

주담속성으로는 최초 약정금액, LTV 및 약정만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우선 

최초 약정금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상환능력 대비 레버리지 비율이 크기 때문에 향후 

부실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은 기존 차입자의 LTV비율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高LTV 대출가구의 다중채무 증가로 이어져 부실위험을 높이게 된다. 예컨대, 



구분 연체결정 요인 예상 부호

가구속성
가구주 연령 (+)
수도권 거주여부 (+)
가구주 신용등급 (+)

재무속성

DSR (+)
2금융권 대출비중(2금융권 대출잔액/총대출잔액) (+)
신용대출(카드대출 포함) 보유여부 (+)
카드대출 보유여부 (+)

주담속성
주담대출 약정금액 (+)
LTV (+)
약정만기 (-)

高LTV 대출가구의 경우 상환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주택 매각을 통해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차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다중채무 누증으로 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부실위험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高LTV 대출가구 가운데 

신용도가 낮은 경우 원금 또는 초과 LTV 부분에 대한 상환압력 증대로 부실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약정만기는 부채보유가구의 상환부담을 결정하게 된다. 주담대출의 경우 약정만기가 

길수록 원리금상환부담이 낮아져 부실위험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또한 장기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가구는 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출 

목적별 주담대출의 연체율을 살펴보면 주택구입 목적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만기구조는 주담대출보유 가구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훌륭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 표 표 표 2> 2> 2> 2> 연체결정 연체결정 연체결정 연체결정 요인요인요인요인

2. 2. 2. 2. 분석모형분석모형분석모형분석모형

(1) (1) (1) (1) 샘플 샘플 샘플 샘플 추출추출추출추출

대출유형별로 연체결정요인이 다른지를 검증하기 위해 2011년 6월 기준15)으로 부채보유 

가구 765.2만 가구 중 100만 가구를 임의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가구의 대출 및 연체결정 요인

은 대출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담과 신용대출 보유가구를 분리하여 각각 

샘플을 추출한 후에 연체결정모형을 추정하였다. 우선 주담대출 보유가구의 경우 전체 304.8만 

가구 중 아파트 거주, 주담 1건 보유16), 아파트가격17) 확보가 가능한 총 95.9만 가구를 추출하

였다. 신용대출 보유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신용대출 보유가구 547.1만 가구 중 약 20%인 100

만 가구를 임의 추출하였다. 또한 주담과 신용대출 보유가구 각각에 대해 소득 분위별로 연체결

정요인이 상이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15) 부채보유가구의 미래 연체경험을 추적하기 위해 최근 시점이 아닌 다소 과거시점을 기준으로 대상가구를 추출하
였다. 

16) LTV가 주담대출 보유가구의 연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담대출 1건만 보유한 가구로 한정하였다. 
17) 아파트가격은 부동산114의 아파트가격시세와 KCB의 가구정보를 결합하여 이용하였다. 



(2) (2) (2) (2) 종속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 

연체결정모형의 종속변수는 현재시점의 연체여부가 아닌 미래시점의 연체경험여부로 설정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연체결정모형 추정 시 현재 시점의 연체여부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추정시점 가구의 신용상태가 설명변수에 선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현재 

가구의 DSR 수준이 향후 가구의 연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할 경우 분석 시점에 대출 

원리금을 연체중인 가구는 DSR이“0”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실위험을 과소추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체여부 대신에 현재는 미연체 상태이나 향후 6개월 

내 1개월 이상 연체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6월 시점에서 

미연체인 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6개월간을 추적하였다. 특히 이 기간은 가계부채 연체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이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규대출이 감소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구연체에 대한 기준은 

가구원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구연체로 설정하였다.

           

(3) (3) (3) (3) 설명변수설명변수설명변수설명변수

연체결정모형의 설명변수는 아래 <표3>에서와 같이 가구속성변수 3개, 재무속성변수 4개, 

주담속성변수 3개로 구분하여 선택18)하였다. 분석모형에 필요한 변수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우선 주담대출 보유가구의 부실위험이 신용대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체경험 

비율은 신용대출 보유가구의 경우 2.4%이나 주담대출 보유가구는 0.5%에 불과 하였다. 가구 

속성의 경우 주담대출 보유가구의 가구주 연령과 수도권 거주비율이 신용대출 보유가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신용등급은 주담대출 보유가구가 3.5등급으로 신용대출 보유 

가구의 4.5등급에 비해 우량한 수준을 나타냈다. 재무속성을 살펴보면, 주담대출 보유가구의 

평균 DSR과 2금융권 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55.1%는 신용대출(카드대출 포함)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보유가구의 경우 평균 48.2%의 2금융권 대출(잔액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37.8%는 카드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담속성을 살펴보면, 주담 

대출 보유가구는 평균 9,03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현재 아파트시세 감안 시 LTV는 33.6%로 

양호한 수준이었고 주담대출의 평균만기는 약 1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제외하였다.



구분 변수 전체 주담대출 신용대출
종속변수 연체경험 2.40% 0.50% 2.40%

가구속성
평균 가구주연령 43.9 44.1 43.3
수도권거주 53.6% 54.7% 53.9%
평균 가구주신용등급 4.2등급 3.5등급 4.5등급

재무속성

평균 DSR 22.8% 21.9% 23.6%
평균 2금융권대출비중 42.9% 23.0% 48.2%
신용대출보유 70.7% 55.1% -
카드대출보유 - - 37.8%

주담속성
평균 주담약정금액 - 9,030만원 -
평균 LTV - 33.6% -
평균 만기 - 188.9개월 -
샘플수 100만 가구 95.9만 가구 100만 가구

(4) (4) (4) (4) 분석모형분석모형분석모형분석모형

부채보유가구의 연체결정모형은 아래의 식(1)과 같이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log 


                                            (1)

식 (1)에서, 는 기준시점에서 향후 6개월내 부채보유 가구가 연체를 경험하면 1, 아니면 

0이다. 설명변수  는 위에서 살펴본 가구별 가구 및 재무속성을 기본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여기에 주담대출모형에서는 주담속성을 추가하였다. 연체결정모형은 전체, 주담대출, 신용 

대출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또한 소득 수준별 연체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주담과 

신용을 저/중/고 소득군으로 19) 나누어 각각의 모형을 추정ㆍ비교하였다. 

<<<<표 표 표 표 3> 3> 3> 3> 분석모형의 분석모형의 분석모형의 분석모형의 기초통계기초통계기초통계기초통계

주) 전체에는 주담, 신용대출 외 기타대출(기타담보, 정책자금)이 포함되었음 

2. 2. 2. 2. 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

(1) (1) (1) (1) 연체결정모형 연체결정모형 연체결정모형 연체결정모형 추정 추정 추정 추정 결과결과결과결과: : : : 전체전체전체전체, , , , 주담대출주담대출주담대출주담대출, , , , 신용대출신용대출신용대출신용대출

아래 <표4>에서 보듯이 연체결정모형을 추정한 결과, 우선 가구속성의 경우 수도권 거주, 

가구주 신용등급이 예상과 같이 양(+)의 유의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등급의 경우 

가구주의 신용등급이 차주뿐만 아니라 가구의 부실위험과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부실은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의 신용상태보다는 주로 가구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주담대출에서만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양(+)의 유의적인 관계였으나, 신용대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 여기서 저소득군은 소득 1~2분위, 중소득군은 3~4분위, 고소득군은 5분위로 각각 설정하였다. 



구분 변수 전체 주담대출 신용대출

가구속성
가구주연령 -0.004*** 0.004** 0.001
수도권더미 0.084*** 0.362*** 0.151***

가구주신용등급 0.592*** 0.600*** 0.610***

재무속성

DSR 0.004*** 0.003*** 0.004***

2금융권 대출비중 0.003*** 0.009*** 0.004***

신용대출더미 0.371*** -0.231*** -
카드대출더미 - - 0.254***

주담속성
log(주담약정금액) - 0.090*** -
LTV - 0.004*** -
만기 - -0.001*** -
상수 -7.407*** -10.582*** -7.799***

설명력 0.172 0.184 0.166

한편 전체에서는 음(-)의 유의적인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담대출과 신용대출을 제외한 

기담대출에서 연령과 부실위험이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0). 실제 

50세 미만 기담대출 보유가구의 연체경험비율은 2.33%인 반면, 50세 이상에서는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무속성의 경우 DSR과 2금융권 대출비중은 양(+)의 유의적인 관계로 나타 

났다. 특히 DSR은 여타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구소득, LTI, 재무여력 등에 비해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는 LTI나 재무여력이 중ㆍ장기적인 부실위험을 예측하는 

반면, DSR은 단기적인 부실위험을 평가하기 때문에 보다 설명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용대출 및 카드대출 보유여부는 전체와 신용대출의 부실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주담대출의 경우 오히려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 또는 

카드대출을 통한 추가 차입이 부채보유가구의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신용대출 연체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반면, 주담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추가 차입이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주담대출의 부실위험을 오히려 낮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ㆍ장기적 

으로는 신용대출 추가 차입이 다중채무 증가로 이어져 경기 악화시 주담대출의 부실위험을 

높일 것은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주담속성의 경우 예상과 같이 주담약정금액 및 LTV가 양(+)의 유의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만기도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표 표 표 4> 4> 4> 4> 연체결정모형의 연체결정모형의 연체결정모형의 연체결정모형의 추정결과추정결과추정결과추정결과

주)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0) 2011년 6월기준 전체 부채보유가구 765.2만 가구 중 주담대출 1건 보유가구는 95.9만에 불과하나, 기담대

출은 249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모형에서 기담대출의 기여도가 주담대출 1건보다 큼에 따라 전

체모형에서는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변수 주담전체 저소득군 중소득군 고소득군

가구속성
가구주연령 0.004** 0.010*** 0.000 0.006**

수도권더미 0.362*** 0.376*** 0.304*** 0.444***

가구주신용등급 0.600*** 0.954*** 0.650*** 0.431***

재무속성
DSR 0.003*** 0.002*** 0.003*** 0.004***

2금융권 대출비중 0.009*** 0.003*** 0.008*** 0.013***

신용대출더미 -0.231*** -0.558*** -0.268*** 0.081

주담속성
log(주담약정금액) 0.090*** -0.018 0.065** 0.175***

LTV 0.004*** 0.004*** 0.004*** 0.004***

만기 -0.001*** -0.001*** -0.001*** -0.001***

상수 -10.582*** -10.887*** -10.188*** -11.746***

설명력 0.184 0.285 0.194 0.15
95.9만 13.2만 42.0만 40.7만

(2)  (2)  (2)  (2)  소득수준별 소득수준별 소득수준별 소득수준별 연체결정모형 연체결정모형 연체결정모형 연체결정모형 추정 추정 추정 추정 결과결과결과결과: : : : 주담대출주담대출주담대출주담대출

아래 <표5>에서 보듯이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주담대출의 연체결정모형을 소득군 

별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가구속성에서는 수도권 거주여부와 가구주 신용등급이 모든 

소득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주 연령은 저소득군과 고소득군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중소득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저ㆍ고소득군에서는 고연령 

일수록 연체경험비율이 높은 모습을 보였으나 중소득군에서는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재무속성을 살펴보면 DSR과 2금융권 대출비중은 모든 소득군에서 유의 

하였으나, 신용대출여부는 저ㆍ중소득군에서만 음(-)의 유의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저ㆍ 

중소득군에서는 유동성 제약가구 중심으로 신용대출 추가차입이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 

하는 효과를 나타내나 고소득군의 경우 기존의 다중채무로 인하여 추가 차입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고소득군의 평균 대출건수 및 신용대출보유 비율은 

각각 2.4건, 65.9%로, 저·중소득군의 1.8건, 47.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담속성의 경우 LTV와 만기가 모든 소득군에서 유의하였으나 주담약정 

금액은 중ㆍ고소득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저소득군의 경우 주담약정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위험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 이들 가구의 주담대출 구조를 

살펴보면 만기가 짧고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연체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저소득군 

중 약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평균 만기는 147개월로 5천만원 이상의 215개월에 비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표 표 표 5> 5> 5> 5> 소득수준별 소득수준별 소득수준별 소득수준별 연체결정모형 연체결정모형 연체결정모형 연체결정모형 추정결과 추정결과 추정결과 추정결과 : : : : 주담대출주담대출주담대출주담대출

주)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구분 변수 신용전체 저소득군 중소득군 고소득군

가구속성
가구주연령 0.001 -0.005*** -0.002 0.004***

수도권더미 0.151*** 0.037 0.172*** 0.200***

가구주신용등급 0.610*** 0.990 *** 0.643*** 0.348***

재무속성
DSR 0.004*** 0.003*** 0.004*** 0.005***

2금융권 대출비중 0.004*** 0.003*** 0.005*** 0.007***

카드대출더미 0.254*** 0.163*** 0.245*** 0.668***

상수 -7.799*** -10.234*** -8.049*** -6.587***

설명력 0.166 0.236 0.179 0.124
100만 26.7만 43.0만 29.3만

(3) (3) (3) (3) 소득수준별 소득수준별 소득수준별 소득수준별 연체결정모형 연체결정모형 연체결정모형 연체결정모형 추정 추정 추정 추정 결과결과결과결과: : : : 신용대출신용대출신용대출신용대출

아래 <표6>에서 보듯이 신용대출의 연체결정모형을 소득군별로 추정한 결과, 우선 

가구속성 중 가구주 신용등급만이 모든 소득군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저소득군에서는 음(-)의 관계가, 고소득군에서는 양(+)의 관계가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군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재무여력이 취약하여 부실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50세 미만 저소득군의 경우 50세 이상에 비해 재무여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50세 미만 소득 1~2분위 저소득군 가구의 경우 50세 이상에 비해 

LTI 및 DSR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과다한 관계로 적자가구비중이 34.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50세 이상 저소득군 가구의 24.8%에 비해 약 10.0%p 높은 수치이다. 

또한 과다한 소비지출 등의 영향으로 카드대출 보유비중이 46.1%로 50세 이상 36.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이들 저소득, 저연령층은 재무여력이 취약한 가운데 신용도도 낮아 연체 

경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고소득군에서는 고연령일수록 

제2금융권 대출 비중 및 다중채무 비율이 높아 부실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거주여부는 중ㆍ고소득군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군의 경우 

비수도권 거주 가구의 LTI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 차입비중이 높아 부실위험이 

수도권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 비수도권 가구의 평균 2금융권 부채비율은 

70.7%로 수도권 56.5%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군에서의 연체 

경험비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신용대출의 재무속성(DSR, 2금융권 대출비중, 카드대출여부)은 모든 소득군 

에서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표 표 표 6> 6> 6> 6> 소득수준별 소득수준별 소득수준별 소득수준별 연체결정모형 연체결정모형 연체결정모형 연체결정모형 추정결과 추정결과 추정결과 추정결과 : : : : 신용대출신용대출신용대출신용대출

주)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4) (4) (4) (4)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및 및 및 및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

앞에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5가지 특징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가구주 신용등급, DSR 및 2금융권 대출비중은 가구의 부실위험을 예측하는데 모든 대출유형 

및 소득군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구주의 신용등급은 차주 자신의 



부실위험뿐만 아니라 가구의 부실위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담대출 보유가구 중 저ㆍ중소득군에서는 신용대출 추가차입이 단기적으로 주담 

대출의 부실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득군에서는 유동성 제약가구 중심으로 

신용대출 추가차입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가구의 부실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이 신규대출을 크게 축소 

시키면서 취약가구 중심으로 연체율이 크게 상승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경기악화 시 이들 

저ㆍ중소득군에 대한 신규대출 축소는 단기적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겠으나, 전체 대출시장의 건전성은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취약 

가구들이 향후 단기적인 유동성 위험에 빠지지 않게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담대출 보유가구 중 중ㆍ고소득군에서만 약정금액이 클수록 부실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군의 경우 약정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부실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이들 저소득군의 부채가 만기가 짧고 일시상환비중이 높은 등 

부채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부채구조가 취약한 저소득군의 경우 

장기ㆍ분할상환 등으로 대출구조를 전환하여 상환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신용대출 보유가구 중 저소득 가구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재무여력이 취약하여 

부실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저소득ㆍ저연령 가구의 경우 소득대비 과다한 

소비지출 등의 영향으로 고금리의 카드대출 차입 비중이 높음에 따라 부실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들 가구의 재무여력이 취약한 것은 고용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장년층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반면 

30대의 경우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맞벌이 비율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금융을 통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구의 재무여력을 개선시킬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보유가구 중 저소득가구의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2금융권 

대출비중이 높아 부실위험이 수도권 저소득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비수도권의 취약가구들에게는 다소 금리가 낮은 대출로의 전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 

시킬 필요가 있다.           

  



ⅤⅤⅤⅤ. . . . 연체모형을 연체모형을 연체모형을 연체모형을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21)21)21)21)

1. 1. 1. 1.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방법론방법론방법론방법론22)22)22)22)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가구별 연체결정모형을 통해 향후 거시환경 악화 시 가구의 

부실위험이 과연 금융회사의 손실에 얼마나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거시환경의 변화가 금융회사의 손실로 전파되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둘째, 앞장의 

연체결정모형을 통해 가구별 연체확률을 추정하였다. 셋째, 거시환경 변화 시나리오를 설정 

하였다.  넷째, 금융회사의 손실률을 추정하고 자본 완충 능력을 분석하였다.

(1) (1) (1) (1) 손실경로 손실경로 손실경로 손실경로 구조설계구조설계구조설계구조설계 

우선 <그림3>에서 보듯이 스트레스 테스트 절차는 먼저 거시환경 변화가 가구의 재무속성 

및 주담속성 변화를 통해 연체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것이 최종적으로 부도를 거쳐 

금융회사의 손실로 이어지는 경로에 맞춰 설계가 이루어졌다. 거시 충격으로는 실업증가, 

금리상승, 주택가격 하락, 신규대출 축소 등 4가지 거시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 특히 신용대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금융회사의 신규대출 축소 시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증가 

한다는 경험치를 감안하여 신규대출 축소를 분석 시나리오에 추가하였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 3> 3> 3>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구조설계구조설계구조설계구조설계 

21) 스트레스 테스트는 2011년 6월 기준으로 추정된 연체결정모형을 2012년 6월 데이터에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
였다. 

22)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은 주택금융월보 3월호(2013년)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거시환경변화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취업자감소(공통) 5.1% 감소 7.3% 감소 9.4% 감소

금리상승(공통) 0.8%p 상승 2.6%p 상승 4.3%p 상승

주택가격하락(주담) 12% 하락 18% 하락 24% 하락

신규대출축소(신용) 16.8% 감소 25.0% 감소 33.6% 감소

(2) (2) (2) (2) 가구별 가구별 가구별 가구별 연체확률 연체확률 연체확률 연체확률 추정추정추정추정

다음으로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가구의 연체확률을 추정하였다. 각각의 거시환경 변화는 

가구의 DSR, LTV 등과 같은 재무 및 주담 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변화된 속성값을 

연체결정모형에 반영하여 가구별 연체확률( )을 아래의 식(2)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exp  
exp  

                                             (2)

(3) (3) (3) (3)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설정설정설정설정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및 IMF 외환위기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가정하여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1」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시의 취업자 감소폭23), 금리 

상승폭, 신규대출 축소폭을,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주택가격 하락폭이 미미해 IMF 

외환위기 시의 하락폭을 이용하였다.「시나리오3」은 IMF 외환위기 시의 취업자 감소폭, 금리 

상승폭을, 주택가격과 신규 대출축소는 「시나리오1」의 2배를 적용하였다.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의 중간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용대출 

에서는 기존의 거시 충격과 달리 신규대출 축소24) 라는 유동성 충격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규대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약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아래의 <그림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표 표 표 7> 7> 7> 7>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23) 취업자 감소를 실업 증가로 해석할 수 없으나 여기서는 취업자 감소분 만큼 가구주가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4) 글로벌 금융위기에 신규대출이 실제로 16.8% 감소하였으며 이후 6개월후에 신용대출 3건 이상 보유자 중 4.9%
가 추가로 연체에 진입하였다. 이에 신규대출 축소 충격에서는 신규대출이 16.8% 감소시 신용대출 3건 이상 보유
가구 중 4.9%가 추가적으로 연체에 진입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 4> 4> 4> 다중채무 다중채무 다중채무 다중채무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신규대출 신규대출 신규대출 신규대출 추이             추이             추이             추이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 5> 5> 5> 다중채무 다중채무 다중채무 다중채무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연체율 연체율 연체율 연체율 추이 추이 추이 추이 

(4) (4) (4) (4)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손실률 손실률 손실률 손실률 추정추정추정추정

먼저 주담대출 손실률은 아래의 식(3)25)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즉, 금융회사는 대출 

금액이 경락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손실이 발생한다.  최근 경락가율이 약 75%인 점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경락가율을 75%와 50%로 각각 나누어 손실률을 추정 

하였다. 

 
  



 ×max ×
  



                               (3)

다음으로 신용대출 손실률은 아래의 식(4)26)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즉, 금융회사는 전체 

대출잔액에서 (1-회수율)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신용대출 연체채권 매각 시 대부분 

회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용대출 회수율을 20%와 5%로 각각 나누어 손실률을 

추정하였다. 

 
  



 ×× 
  



                                 (4) 

          

마지막으로 주담 및 신용대출 손실률을 이용해 전체 가계대출의 손실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각 금융업권별로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을 추정한 후, 거시충격에 따른 손실규모를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25)  는 가구별 부도확률, 는 주담대출잔액,  는 주택가격시세, 는 경락가율이다.  

26) 는 신용대출의 회수율이다. 



구분 업권 Baseline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경락가율:

75%

전체 0.01% 0.02% 0.03% 0.04%
은행 0.01% 0.01% 0.02% 0.02%
보험 0.01% 0.01% 0.02% 0.04%

캐피탈 0.05% 0.10% 0.14% 0.19%
상호금융 0.04% 0.08% 0.12% 0.17%
저축은행 0.14% 0.27% 0.38% 0.53%

경락가율:

50%

전체 0.03% 0.05% 0.06% 0.09%
은행 0.01% 0.02% 0.04% 0.05%
보험 0.04% 0.06% 0.08% 0.12%

캐피탈 0.14% 0.20% 0.26% 0.32%
상호금융 0.12% 0.19% 0.25% 0.32%
저축은행 0.35% 0.52% 0.67% 0.84%

2. 2. 2. 2. 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

(1) (1) (1) (1)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손실률 손실률 손실률 손실률 추정추정추정추정

우선 아래의 <표8>에서 보듯이 주담대출 손실률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락가율 75% 및 「시나리오3」 가정 시 전체 주담대출의 손실률은 0.01%에서 0.04%로 

상승하는데 그쳤다. 향후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경락가율이 50%로 하락 시에도 

손실률은 0.0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담대출에 대한 LTV 규제로 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담보물을 경매 처분하더라도 금융회사는 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 은행 순으로 

손실률의 절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그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손실률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다.      

<<<<표 표 표 표 8> 8> 8> 8>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주담대출 주담대출 주담대출 주담대출 손실률  손실률  손실률  손실률  

다음으로 <표9>에서 보듯이 신용대출 손실률은 주담대출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회수율 20%, 「시나리오3」 가정 시 전체 신용대출의 손실률은 1.07%에서 2.93%로, 1.86%p 

상승하였다. 회수율이 5%로 하락 시 손실률이 최대 3.48%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부실채권의 회수율은 주담대출과 비교하여 대체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손실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절대적인 손실률 수준 및 상승폭은 

저축은행, 카드론, 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업권 Baseline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회수율:

20%

전체 1.07% 1.95% 2.45% 2.93%
은행 0.60% 1.25% 1.63% 2.01%
보험 1.55% 2.62% 3.19% 3.72%

카드론 1.86% 3.39% 4.18% 4.95%
캐피탈 1.35% 2.34% 2.88% 3.40%

상호금융 1.76% 2.63% 3.15% 3.69%
저축은행 2.30% 3.76% 4.64% 5.44%

회수율:

5%

전체 1.27% 2.32% 2.90% 3.48%
은행 0.71% 1.49% 1.94% 2.38%
보험 1.84% 3.11% 3.78% 4.42%

카드론 2.21% 4.03% 4.96% 5.88%
캐피탈 1.60% 2.78% 3.42% 4.04%

상호금융 2.09% 3.12% 3.74% 4.38%
저축은행 2.73% 4.47% 5.51% 6.46%

구분 업권 Baseline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회수율:

(주택) 75%

/(신용) 20%

전체 0.50% 0.91% 1.14% 1.37%
은행 0.21% 0.44% 0.57% 0.71%
보험 0.31% 0.52% 0.64% 0.76%

카드론 1.86% 3.39% 4.18% 4.95%
캐피탈 1.25% 2.17% 2.67% 3.15%

상호금융 1.15% 1.73% 2.08% 2.44%
저축은행 1.90% 3.12% 3.85% 4.54%

회수율:

(주택) 50%

/(신용) 5%

전체 0.60% 1.09% 1.37% 1.65%
은행 0.25% 0.53% 0.69% 0.85%
보험 0.39% 0.66% 0.81% 0.96%

카드론 2.21% 4.03% 4.96% 5.88%
캐피탈 1.49% 2.58% 3.18% 3.75%

상호금융 1.40% 2.09% 2.51% 2.94%
저축은행 2.29% 3.74% 4.62% 5.43%

<<<<표 표 표 표 9> 9> 9> 9>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신용대출 신용대출 신용대출 손실률  손실률  손실률  손실률  

마지막으로 <표10>에서 보듯이 위의 주담대출과 신용대출의 손실률을 이용해 전체 가계 

대출의 손실률을 추정한 결과, 손실률은 0.50%에서 최대 1.6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나리오3」, 즉 취업자 9.4% 감소, 대출금리 4.3%p 상승, 주택가격 24% 

하락, 신규대출 33.6%가 감소한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의 1.65% 

에 상당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손실률을 근거로 계산하면 

2012년말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이 900.6조원이므로 금융권의 총 예상 손실규모는 

최대 14.9조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금융업권별로는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카드론, 저축 

은행, 캐피탈에서 손실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표 표 표 10> 10> 10> 10> 전체 전체 전체 전체 가계대출 가계대출 가계대출 가계대출 손실률 손실률 손실률 손실률 

주) 1) 전체 가계대출 손실률=(주담잔액*주담손실률+주담외잔액*신용손실률)/전체대출잔액

     2) 대출잔액은 KCB 기준



업권
대출 

잔액

대손 

충당금

Baseline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손실규모 필요자본 손실규모 필요자본 손실규모 필요자본 손실규모 필요자본

은행 440,003 9,460 1,110 - 2,328 - 3,040 - 3,762 -

보험 28,479 743 111 - 188 - 230 - 273 -

카드론 14,619 877 323 - 589 - 726 - 859 -

캐피탈 35,200 1,098 525 - 909 - 1,119 20 1,320 221

상호금융 171,783 4,037 2,399 - 3,584 - 4,307 270 5,055 1,018

저축 7,379 745 169 - 276 - 341 - 401 -

(2) (2) (2) (2)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자본 자본 자본 자본 완충 완충 완충 완충 능력 능력 능력 능력 추정추정추정추정

금융업권별로 자본 완충 능력을 분석해 보면 은행, 보험, 카드론, 저축은행에서 손실규모 

가 충당금 범위 안에 있었다. 반면 캐피탈, 상호금융에서는「시나리오2」 와「시나리오3」에서 

손실규모가 충당금 범위를 초과하면서 자본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캐피탈업권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12년 6월말 14.8%에서 「시나리오2」에서는 14.3%, 

「시나리오3」에서는 13.8%로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상 경영개선권고 수준인 7%를 여전히 상회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의 경우에도 자본의 일부가 손상될 것으로 예측되나, 

2012년말 기준으로 상호금융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7.5%27)로 감독규정에서 정한 2% 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 확충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손충당금으로 대부분 손실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표 표 표 11> 11> 11> 11>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 자본 자본 자본 자본 완충 완충 완충 완충 능력 능력 능력 능력 추정추정추정추정

(단위 : 십억원)

 주) 1) 주담 회수율 50%, 신용 회수율 5% 가정
      2) 대출잔액은 KCB 기준

3) 대손충당금 = 대출잔액 * 총여신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금감원)
4) 손실규모 = 대출잔액 * 손실률
5) 필요자본 = 손실규모-대손충당금
6)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은 금감원 기준 신협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적용하였음

ⅥⅥⅥⅥ.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계좌단위의 CB정보를 가구 

단위로 가공하여 가구의 연체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기존 가계부채의 미시적 

분석에서 주로 나타난 데이터 불충분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KCB의 전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은 가계부채 연구의 추가적인 기여라 할 수 있다. 둘째, 가구소득, 신용카드 

2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3.25) 「2012년 상호금융조합 경영현황」을 참조하였다. 



실적 및 원리금상환정보를 이용하여 가구의 재무여력을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해 가구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였다. 셋째,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담대출과 신용대출을 분리하여 정교화 

하였다. 특히 신용대출 분석에서는 신규대출 축소를 거시충격 요인으로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연체결정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연체결정은 가구주의 신용등급, DSR, 

2금융권 대출비중이 공통요인으로 작용하나 대출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특성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군의 연체결정요인이 중·고소득군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 마련 시 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대출유형, 소득수준 등 대출 및 가구별 속성을 감안하여 차별적인 정책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결과에 따르면, 극단적인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환부담 등으로 

재무여력이 (-)인 적자가구가 200만(전체가구의 25%)에 육박하고 가구소득에서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가구도 130만(전체가구의 16%)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로 인해 

고통 받는 가구가 상당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향후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잠재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해 취약가구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위험도가 높은 취약가구들이 부실위험에 빠지지 않고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차별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분석 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부채보유가구의 자산정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함에 따라 가구의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부채보유가구의 소비지출 대용지표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사용함에 따라 현금지출의 규모를 반영할 수 없어 가구의 재무여력이 다소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시 주택가격을 일부 아파트 가격 

확보가 가능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에 대한 영향을 살펴 

보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시 실업, 금리, 주택가격, 신규대출 축소라는 

충격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1차 충격에 따른 2차 충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이 다소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 상의 한계들은 향후 추가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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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 > > 가계부채 가계부채 가계부채 가계부채 주요 주요 주요 주요 현황 현황 현황 현황 및 및 및 및 취약가구 취약가구 취약가구 취약가구 규모규모규모규모

부록에서는 가계부채의 소득분위/연령/직업/채무보유 유형별 가계부채 현황과 취약가구의 

규모 및 위험도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표1>에서와 같이 

소득 1·2분위 저소득 가구의 소득대비 부채부담이 높은 가운데 부채구조 및 재무여력이 

취약해 부실위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득의 상당부분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함에 따라 적자가구 비중이 31~35%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1·2 

분위 가구의 연체율은 4·5분위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표 표 표 1> 1> 1> 1> 소득분위별 소득분위별 소득분위별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가계부채 가계부채 가계부채 및 및 및 및 상환능력 상환능력 상환능력 상환능력 현황 현황 현황 현황                                   

구분
평균

LTI

2금융

비중

DSR 40% 

이상 비중

재무

여력

적자가구

비중

연체율

(30+)

가구수

(천)

부채규모

(조원)
1분위 192.2% 46.4% 21.5% -3.2% 31.3% 1.1% 1,060 39.6
2분위 222.2% 46.5% 22.3% -6.4% 34.6% 1.1%  1,346 80.7
3분위 203.2% 41.6% 18.7% 3.7% 28.3% 1.0%  1,587 121.2
4분위 164.6% 36.3% 13.6% 15.7% 21.8% 0.8% 1,862 173.0
5분위 152.5% 26.7% 10.6% 24.6% 15.6% 0.8% 2,125 316.6

 주) 2012년 6월 기준(이하 동일)

다음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2>에서와 같이 고연령 가구의 경우 소득대비 부채 

부담이 크고 제2금융권 비중이 높아 원리금상환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30~40대에 

비해 재무여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고연령 가구의 경우 30~40 

대에 비해 많은 자산을 보유하여 해당 자산으로부터 현금 등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도 있겠으나 

대출구조 즉,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 비중이 높은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문의 <그림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연령일수록 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향후 만기도래시 차환위험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표 표 표 표 2> 2> 2> 2> 연령별 연령별 연령별 연령별 가계부채 가계부채 가계부채 가계부채 및 및 및 및 상환능력 상환능력 상환능력 상환능력 현황  현황  현황  현황                                

구분
평균

LTI

2금융

비중

DSR 40% 

이상 비중

재무

여력

적자가구

비중

연체율

(30+)

가구수

(천)

부채규모

(조원)
20대 114.5% 39.1% 13.5% 15.2% 24.8% 0.8% 515 28.0

30대 154.0% 30.2% 16.3% 6.1% 29.0% 0.7% 2,185 162.5

40대 184.4% 32.5% 16.9% 6.5% 26.0% 0.9% 2,594 256.5

50대 207.2% 37.5% 16.4% 11.6% 22.1% 1.0% 1,792 195.2

60대이상 234.5% 39.0% 15.6% 22.6% 16.8% 0.9%  809 82.8

다음으로 직업별로 살펴보면, <표3>에서와 같이 일반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이 높은 

가운데 부채구조 및 재무여력이 취약하여 부실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반 



자영업자의 평균 LTI는 271%로 급여소득자 16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가운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른 창업자금 수요 증가가 중요한 원인 

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비중이 높아 

소득의 약 30%(급여소득은 20.5%)를 원리금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DSR 40% 이상 가구비중이 25.8%로, 급여소득자 14.7%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자영업자의 대출 원리금상환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무여력이 매우 

취약하고 적자가구 비중도 40%에 달하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일반자영업자의 연체율은 

급여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표 표 표 3> 3> 3> 3> 직업별 직업별 직업별 직업별 가계부채 가계부채 가계부채 가계부채 및 및 및 및 상환능력 상환능력 상환능력 상환능력 현황 현황 현황 현황                                   

구분
평균

LTI

2금융

비중

DSR 40% 

이상 비중

재무

여력

적자가구

비중

연체율

(30+)

가구수

(천)

부채규모

(조원)
급여소득 163.7% 31.2% 14.7% 15.1% 22.9% 0.8% 6,391 549.0

일반자영 271.0% 45.5% 25.8% -24.3% 38.7% 1.0%  1,179 145.6

전문자영 406.7% 18.5% 33.1% -64.7% 60.8% 0.4% 23 7.1

기타 207.9% 47.8% 13.8% 30.8% 13.3% 0.8%  387 29.3

 주) 전문자영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이며, 기타는 주부, 학생, 무직, 정보없음 등이 포함

다음으로 아래 <그림1> 및 <표4>에서와 같이 채무보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2금융권 

비중이 높은 "C" 그룹의 부실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C" 그룹의 평균 LTI는 

153.4%로 부채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제2금융권 비중이 높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다. 또한 DSR 40% 이상 비중도 20.2%에 달하고 적자가구 비중도 높아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B" 그룹의 경우 평균 LTI가 가장 높은 가운데,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 재무여력이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동 그룹의 소득 수준과 신용도가 높아 

연체율은 1.0%로 "C" 그룹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1> 1> 1> 채무보유 채무보유 채무보유 채무보유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가구수 가구수 가구수 가구수 및 및 및 및 연체율 연체율 연체율 연체율 현황 현황 현황 현황 



<<<<표 표 표 표 4> 4> 4> 4> 채무보유 채무보유 채무보유 채무보유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가계부채 가계부채 가계부채 가계부채 및 및 및 및 상환능력 상환능력 상환능력 상환능력 현황 현황 현황 현황                                   

구분
평균

LTI

2금융

비중

DSR 40% 

이상 비중

재무

여력

적자가구

비중

연체율

(30+)

가구수

(천)

부채규모

(조원)
A그룹 181.5% - 8.1% 27.6% 16.8% 0.3% 2,971 275.8

B그룹 261.3% 31.6% 23.8% -12.4% 32.7% 1.0% 1,375 218.2

C그룹 153.4% 79.2% 20.2% -1.9% 28.5% 1.5% 3,634 237.0

위의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가구의 부실위험 요소는 소득, 다중채무, 재무여력 등을 통

해 정의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2>에서 보듯이 실제 저소득, 다중채무, 적자가구의 연체율

은 전체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적자가구의 연체율은 1.90%로 전체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하는 가구는 전체 부채보유가구의 6.2%

인 49.2만 가구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9년 6월의 24.8만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이다. 

아래의 <그림3>에서 보듯이 이들 고위험가구의 연체율은 2.59%로 중위험 1.57%, 저위험 

0.0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 2> 2> 2> 가구속성별 가구속성별 가구속성별 가구속성별 규모 규모 규모 규모 및 및 및 및 연체율        연체율        연체율        연체율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 3> 3> 3> 위험도별위험도별위험도별위험도별28)28)28)28)    취약가구 취약가구 취약가구 취약가구 규모 규모 규모 규모 및 및 및 및 연체율 연체율 연체율 연체율 

     주) 1) 저소득 : 소득 1~2분위                  

         2) 다중채무 : 채무보유 유형 “C"

28) 위험요소를 저소득, 다중채무, 적자가구로 정의하고 이들 세가지 위험요소를 모두 만족하면 고위험, 세가지 

중 두가지를 만족하면 중위험, 한가지도 만족하지 않으면 저위험 가구로 정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