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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이 연구는 KCB가 제공한 차입자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부채와 미래소득간의 

관계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낮은 

소득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집단의 경우, 차입자의 금융부채가 많을수록 

차기년도에 소득분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금융부채 증가가 미래의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나 소비지출 아니면 소득 감소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둘째, 비은행부채 규모가 가계의 소득분위 

하락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유효한 지표가 되었다. 은행부채와 달리 비은행부채의 

수준과 소득계층하락 가능성은 비례적인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래에 

소득 증가가 기대되지 않은 차입자일수록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 

차입부담이 큰 비은행부채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계 부실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계부채 증가가 

장기적으로 가계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정부가 가계 

부실화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가계부채 증가가 가계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2015년 6월 제출한 보고서 「가계부채와 
소득불균형」, 2015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아울러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KCB의 김정인 
소장과 변동준 연구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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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가계부채 1 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2015년 들어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훨씬 확대되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3/4분기말 현재 가계대출은 1,209.8조원으로서 불과 지난 3분기 동안 110.2조원이 

증가하였다. 동 조사자료가 집계된 2008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2. 

가계부채는 일시적 유동성 제약에 놓여 있는 개별 가계에 생활, 교육 등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하는 기능하는, 즉 소득평탄화를 통해서 가계후생을 증가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가 가계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위기를 유발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신용공급이 가계의 미래 차입능력과 무관하게 실행됨으로써, 

가계의 부실화가 유발되었음을 지적하였다3 .  더 나아가 일부 연구들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때문에 신용공급 확대 정책을 실시한 것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가계를 파산으로 

이끈 주요 원인이었음을 주장하였다4.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한국에서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정부는 가계부채가 그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구조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정금리의 장기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가계부채의 문제를 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계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됨으로써 가계후생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계의 채무불이행이나 파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가계후생 저하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가계가 미래에 소득증가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고 한다면, 가계부채가 소득평탄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이자 및 

원금상환 비용으로 인하여 가계의 미래 가처분소득이 훨씬 감소하게 된다면, 현재소비에 

비하여 미래소비가 훨씬 크게 감소함으로써 오히려 가계후생이 저하하는 결과를 

                                        
1 이 논문에서의 가계부채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가계부채를 의미한다. 
2 110.2조원의 증가분 증에서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21.9조원이었으며, 비예금은행 금융기관과 주택금융공
사의 대출이 각각 55.6조원 및 32.6조원 증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참조. 
3 Betrand and Morse (2013), Coibion et al. (2014), Kumhof et al. (2013), Pegugini et al. (2013) 참조. 
4 Acemoglu (2011), Rajan (2010), Reinhart and Rogoff (2010), Shiller (2008), Stiglitz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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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채무불이행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계후생은 저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가계의 금융부채와 미래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만약 가계가 미래의 기대소득에 기초하여 부채를 합리적으로 증가시킨다면, 가계의 

금융부채와 미래소득간에는 비례적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 

없이 현재의 소득감소나 소비 필요성 증가 때문에 금융부채를 증가시킨다면, 가계의 

금융부채와 미래소득간의 관계는 관련성이 없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소득 

저하나 생계 곤란 등으로 금융부채 증가가 있게 된다면, 현재의 금융부채 증가는 

미래소득의 감소를 나타내는 신호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의 

금융부채와 미래소득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 최근 증가한 가계부채가 가계후생에 

미치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KCB에서 제공한 개별 차입자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부채와 

미래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현재의 금융부채가 미래소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각 차입자를 소득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하고 각 차입자의 금융부채와 차기년도의 소득분위 하락 가능성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프로빗(Probit)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을 실시하였다.  

그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을 때, 

하위소득계층을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금융부채 수준과 소득분위 하락 가능성은 

비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래에 소득분위 하락할 개연성이 높은 차입자가 

금융부채 부담이 높은 역선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금융부채의 증가가 

가계후생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역선택의 문제는 

특히 은행보다는 비은행에서 차입한 차입자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즉 

하위소득계층을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은행부채와 소득분위 하락 가능성은 유의한 

관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은행부채 수준과 소득분위 하락 가능성은 비례적인 관계가 

확연히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가계후생을 판단함에 있어 가계의 비은행부채 

부담이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가계부채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연구가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이나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보유 특성 등을 주로 분석했던 반면, 본 연구는 반대로 가계부채가 미래 소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서 금융부채가 가계후생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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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평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둘째, 가계부채의 영향과 

관련해서 기존 연구가 부실화 또는 파산 가능성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가계부채 

와 소득흐름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우려한 연구들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의 파산과 거시건전성 악화를 경고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비록 가계 부실화가 표면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로 인하여 가계의 

미래소득이 감소하고 복리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절에서는 이 연구의 접근방법을 논의하고, 제 

3절에서는 분석모형을 설명한다. 제 4절은 분석 자료와 기초통계량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 5절에서는 추정결과를 서술하였다. 제 6절은 결론이다. 

 

    

    

ⅡⅡⅡⅡ. . . . 접근접근접근접근    방법방법방법방법    

    

가계부채가 가계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 왔다. 

무엇보다도 가계가 개념적으로는 투자가 아닌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가계가 소비를 

위해서 차입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주된 관건이었다. 

항상소득가설에 의한다면, 가계부채는 소득과 소비의 기간상 괴리를 축소하는 

소비평탄화에 기여한다. 즉 가계는 미래의 기대소득을 예견하고 그에 기초하여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필요한 소비에 사용하여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Krueger and Perri (2006)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가 소득 

변동성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증가가 효율적인 시장 반응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의 과다에서 비롯된 것임이 

인식되면서, 과연 항상소득가설이 주장하는 대로 가계가 부채를 합리적으로 

증가시켰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가계부채의 증가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 불균형 확대로 인해 발생한 소비 

불균형을 벗어나려는 가계의 비합리적인 행동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은 

금융시장의 과도한 신용공급이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Bertran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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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se (2013)는 소득불균형이 높은 지역일수록 중산층의 가계부채가 훨씬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산층의 차입 이후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비합리적 행동의 결과이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가계 차입의 주된 책임이 정부 

당국의 과도한 공급 때문이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가령 Coibion et al. (2014)은 

미국의 가계조사를 통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 미국 가계부채의 증가는 비합리적인 가계의 

신용수요보다는 과도한 신용공급 증가가 주된 원인이었음을 주장했다5. 

더 나아가 과도한 가계부채가 발생한 주된 원인을 소득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때문임을 지적하기도 한다. 가령 Rajan (2010)은 소득불균형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정치적 압력이 저소득층 및 중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정책을 유발했으며, 

이것이 결국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했다. Iacoviello (2008)도 미국의 

1980∼90년대의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는 소득불균형의 증가에 의해서만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Kumhof et al. (2013)과 Pegugini et al. (2013)은 국가별 

패널분석을 통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소득불균형의 확대가 민간부채 

또는 가계부채를 증가시켰으며, 결국 금융위기를 유발한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 가계부채가 소득불균형 확대로 인해서 발생한 소비불균형을 

축소하는 방편으로 증가했으나, 충분한 미래 소득의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과도한 가계부채가 가계 파산을 유발했다는 이들 연구들의 주요한 주장이다6.  

이상과 같이 가계부채 증가가 가계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가계부채 증가의 

합리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계부채 증가 

원인의 합리성을 판단한다는 차원에서 개별 가계의 현존하는 금융부채가 미래소득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계차입의 목적을 소비만으로 한정할 때, 현재의 가계부채와 미래소득간의 관계가 차입 

주체의 행태를 설명할 수 있다. 만약 항상소득가설에 따라 차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현재 부채가 많은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미래소득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7  이는 곧 현재의 가계부채와 

                                        
5 이외에도 Aguiar and Bils (2012), Kumhof et al. (2013) 참조. 
6 Aguiar and Bils (2012), Betrand and Morse (2013), Coibion et al. (2014) 참조.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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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득간의 비례적 관계를 의미한다. 반면, 가계가 미래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급격한 

소득 감소나 소비 확대로 인하여 차입을 증가시킨다면, 현재의 가계부채와 미래소득간의 

관계는 상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실업이나 여타의 지속적인 소득감소 

요인으로 인하여 가계가 차입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다면, 오히려 현재 부채가 많은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미래소득이 적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처럼 

미래소득의 뒷받침이 없이 차입을 증가시키는 가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가계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가 장기적으로 가계후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가계부채가 가계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변수로서 가계가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리하는 지표를 주로 활용하였다. 가령 Bertrand 

and Morse (2013)는 가계의 파산확률을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기존 연구의 경우에도 다수 연구가 가계부채가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8. 이처럼 채무불이행 확률을 대리하는 변수를 분석에 

이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 가계후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불이행 확률을 주요 지표로 설정하는 경우 가계부채의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 다수의 연구들이 

가계부채의 과도함을 지적하면서 가계가 연쇄적으로 파산할 위험을 경고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계의 연쇄적 파산이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들어 

일부에서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과도평가되었음을 주장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그처럼 가계 파산이 예상보다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계부채가 가계후생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은 것인가? 본 연구는 가계의 건전성 지표만으로 가계부채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이 가계부채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과소평가도록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비록 가계가 채무불이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미래소득의 

증가를 기대하지 않는 부채 증가는 결국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고, 

가계부채가 소비평탄화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와 미래소비간 불균형을 심화시켜서 오히려 

후생수준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계부채의 

가계후생에 대한 영향력은 가계부채의 합리성, 즉 가계부채와 미래소득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보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가계부채와 현재 

및 미래 소득흐름의 변화를 통해서 가계부채가 가계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8 유경원(2009), 함준호(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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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분석분석분석분석    모형모형모형모형    

 

앞서 지적했듯이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가계가 금융부채를 증가시키는 이유는 

미래소득을 전제로 유동성을 확보하여 현재 시점에서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금융부채가 많은 가계는 금융부채가 적은 가계보다 

미래의 기대소득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의 금융부채는 미래 

기대소득과 비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금융부채 규모는 

미래의 기대소득을 설명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현재의 금융부채 규모와 미래의 

기대소득간의 비례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현재의 금융부채가 과도하게 

보유되었거나 아니면 미래 소득과 무관하게 현재 소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차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이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금융부채 증가는 가계의 미래 후생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부채규모와 미래소득간의 관계 분석 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내생성의 

문제이다. 가계소득은 통상 시계열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현재 

금융부채 규모는 현재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영향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소득의 

설명변수로서 금융부채 규모를 설정할 경우, 내생성의 문제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9 . 

내생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변수나 분석자료 선정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러한 분석방법과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다. 대신 내생성 문제를 가급적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빗(Probit) 

모형을 설정했다. 

미래소득을 대리하는 종속변수를 10분위 소득분위를 이용한 분위 변수를 활용하여 

설정하고, 이 변수와 가계의 현재부채를 대리하는 변수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우선 개인을 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한다. 이 

때, 가장 낮은 소득을 갖고 있는 개인은 1분위이며, 가장 높은 소득을 갖는 개인은 

10분위가 된다. 그리고 각 개인의 차기 연도(t+1)의 소득분위가 현재 연도(t)에 비하여 

감소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 되는 더미변수를 소득분위 하락 더미 (��������:�	
 )로 

                                        
9 소득과 부채간의 관계를 연구한 다수는 소득계층별로 나타나는 금융부채의 차별성에 보다 주목하였다. 이
와 관련해서는 김우영·김현정(2009), 유경원(2009), 함준호 외(2010), 김경아(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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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여 모형의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가령 어떤 개인이 t년도에 5분위에 속했으나 

t+1년도에 4분위가 되었다면, 더미변수 ��������:�	
 의 값은 1이 된다. 이렇게 

종속변수를 설정하면 가계부채의 증가가 미래의 절대적 소득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소득 크기에 큰 변화가 없다면 종속변수는 변화가 없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생성 문제가 완벽하게 통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명변수를 현재 부채로 

설정하고 이것이 종속변수와 유의성이 있다고 추정되더라도, 그 결과를 인과관계로 보기 

보다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해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내생성의 문제가 없다면 현재 부채와 미래 소득간의 유의성은 부채 증가가 

소득분위 변화를 유발하든지 아니면 소득분위 변화가 예상되는 차입자가 부채를 

변화시킨 인과관계로 곧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채 자체가 

소득분위를 변화시켰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0 . 그 대신 현재 부채 수준이 

가계의 미래소득 수준을 예상케 하는 신호(Signal)로서 이해될 수는 있다. 가령 현재 

부채가 많은 가계가 소득분위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면, 그것은 항상소득가설의 

추론대로 가계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차입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채가 많은 가계가 소득분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면, 그것은 가계부채의 역선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즉 가계가 

소득수준 하락이 예상되어 부채를 증가시켰다고 한다면, 미래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가계일수록 차입규모가 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계의 소득계층 이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설명변수인 가계의 부채 

규모는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정의해 추정식에 포함시켰다. 가계 금융부채의 절대적인 

크기를 측정하는 변수로서는 개별 가계의 부채잔액 또는 이자비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부채잔액 또는 이자비용이 소득 수준에 따라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변수를 이용하기 보다는 소득에 대비한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를 이용하였다.  즉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의 상대적인 금융부채 규모를 측정한다는 관점에서 부채잔액 및 

연간 이자지급액을 현재 총소득으로 나눈 값을 각각 부채비율(
�����

��������
)과 

이자부담률(
����������
��������

)로 정의하고, 이를 설명변수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소득분위 하락 

                                        
10 이러한 해석이 유효하려면, 차입을 통한 소비가 해당 차입자의 생산성 등을 높이고 이에 따라 미래소득이 

증가하는 경로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가령 교육에 사용되는 부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미

래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을 감안하고 그 효과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

융부채와 미래소득간의 관계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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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통제변수로서 연령 및 신용등급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연령 변화에 따라 소득분위 변화 정도가 상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연령의 

제곱값을 변수로 포함시켰다. 추가적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소득분위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연도더미를 설명변수에 추가했다. 이에 따른다면 기본적인 추정식은 

아래의 식 (1) 및 (2)으로 정리할 수 있다. 

 

Pr ���������:�	
 = 1��, �, �����
��������

,  ��!= Φ(α	+T	+%
 �����
��������

+ %& ��)  (1) 

Pr ���������:�	
 = 1��, �, ������������������
,  ��!= Φ(α	+T	+%
 ������������������

+ %& ��)	  (2) 

��������:�	
: 소득분위 하락 더미 ( t기 소득분위보다 (t+1)기 소득분위가 상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
��������

, 부채비율, 
����������
��������

: 이자부담률,	()�*+���: 총소득, ��,-��: 금융부채 잔액, 

	()-�.�/-��: 연간 이자지급액,  ��: 통제변수, �:연도더미변수 

 

  본 연구는 위 추정식을 이용하여 추출된 가계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하는 동시에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각 소득계층에서의 현재부채와 미래소득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가계가 소득계층별로 금융부채의 비중이나 부담이 매우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별로 자금을 차입하는 이유 역시 다를 수 있어, 각 계층별로 양자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Ⅵ.    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    

    

1. 1. 1. 1. 분석자료의분석자료의분석자료의분석자료의    선정선정선정선정    

가계부채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와 개인별 금융기관 거래 자료를 기초로 한 개인신용정보 자료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들 자료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본 연구는 KCB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계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로서는 가계금융조사’(2112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및 노동패널조사  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으나, 공히 서베이 자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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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었다. 서베이 자료가 응답자의 답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 답변의 정확성에 따라 자료의 신뢰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금액이나 가격 변화가 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달리 답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보고는 답변자가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높다. 특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관련한 저량변수와 달리 이자 및 

재산소득과 같은 유량변수는 정확성의 문제가 더욱 우려된다. 금리 및 시장가격 변화로 

인하여, 그리고 금융자산 및 부채 잔액의 연간 변동성으로 인하여 연간 단위로 정확한 

이자비용을 계산하기는 실제 쉬운 일이 아니다. 같은 유량변수라고 하더라도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연간 단위의 소득 정보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정확성이 

훨씬 높으나, 이자비용은 응답자가 금융기관별로 별도로 계산하고 집계해야 하는 

것이다 11 . 그러므로 서베이자료를 이용할 때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변수인 금융부채 

잔액 및 이자비용액이 정확하게 계측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서베이 자료의 한계를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제공한 개별 차입자별 신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자료는 개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하여, 각 개인별로 합산하고 정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금융기관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부채 관련 정보를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서베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보고자의 부정확한 보고 가능성을 피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금융부채 잔액과 이자비용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이 자료는 개인별 소득을 

연도별로 정확히 알 수 없다. 통상적으로 가계가 금융기관에 신규로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 소득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만, 이후 연도에는 신규로 추가 차입을 하지 않는 

한 차입자가 금융기관에게 소득을 매년 제출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의 연도별 소득을 동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얻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 

자료를 이용하는 신용정보회사들은 각자의 소득추정모형에 따라 차입자의 다양한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고되지 않은 연도의 추정소득을 구해 신용평가에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소득은 개별 차입자별로 각각이 해당되리라고 생각되는 그룹의 평균치를 

구하는 것으로서, 개별 차입자의 실질적인 소득 변화가 무관하다. 그러므로 추정 모형에 

의하여 소득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1 서베이 자료의 측정 오류와 관련해서는 원승연(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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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베이 자료가 모집단인 전체 인구 구성을 감안하여 표본을 추출해 조사하는 

것인 반면, 이 자료는 금융기관에 거래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의 소득분포가 모집단인 전체 인구의 소득분포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동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배를 설명할 경우, 이러한 편의를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KCB 자료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KCB 자료를 이용한 것은 분석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금융부채의 크기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자료는 KCB에서 제공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의 개인별 

금융거래 및 소득 자료를 이용했다. KCB는 패널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정보가 존재하는 차입자 중에서 전체 차입자의 분포를 반영하여 

50만명을 추출했다. 본 연구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연도별로 차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차입자의 소득분위를 구분했다 12 . 그런데 이 때 구분에 이용된 

소득은 등록소득 또는 추정소득이었다. 등록소득은 신규 차입자가 금융기관에게 제공한 

소득증빙자료에 적시된 소득을 말한다. 반면 추정소득은 차입자의 연도별 등록소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KCB가 자체적인 추정 모형에 의거하여 차입자의 소득을 추정한 

값이다. 추정소득은 차입자가 속한 그룹의 평균치를 산출한다는 의미를 보이고 있으며, 

그런데 추정소득의 개인별 시계열자료를 보면, 추정소득은 모형에 입각하여 연도별로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 추정소득을 금융부채로 인한 소득 변화를 

판단하는 변수로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형 추정 

시 등록소득이 기입되어 있는 표본만을 이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분위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연이은 두 개년도에 등록소득이 존재하는 차입자만을 

표본에서 추출했다. 그러므로 연도별로 이용한 차입자 수는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처럼 추출한 등록소득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입자의 소득분위는 

추정소득을 포함한 50만명의 차입자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을 이용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등록소득의 통계량을 설명하면서 부가하였다 

 

 

2. 2. 2. 2. 기초기초기초기초    통계량통계량통계량통계량    

                                        
12 통상 서베이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를 구분할 경우, 이들이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균등화
소득을 별도로 구하지만, KCB 자료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50만명을 소득수준별로 바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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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50만명 차입자 전체와 연이은 2개년도 이상의 등록소득이 존재하는 

차입자의 특성을 각각 요약한 것이다. 우선 50만명 차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본다. 2008년의 표본의 평균 소득은 3,255만원이었고 2014년은 

3,638만원으로서 연평균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만명 전체 차입자의 

이자부담률은 2008년 17.0%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4년에는 7.5%를 

기록했다. 원금부담률 역시 2008년 49.8%에서 2014년에는 26.9%로 축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금융부채를 은행부채와 비은행부채로 구분해서 살펴보아도 

동일했다.  

등록소득 차입자는 2008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연이은 2개년도 이상 동안 

등록소득이 존재한 차입자를 의미한다. 등록소득 차입자 수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50만명의 표본 차입자의 10%를 넘어서지 않았다. 2008년이 6만 5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에는 등록소득 차입자 수는 감소하여 2014년에는 1만 7천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2008년에 상대적으로 등록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은 동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것이 2007년부터였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초 정보가 수집된 

2007년과 2008년에는 신규로 차입자가 등록되어 등록소득이 많았지만, 이후 신규로 

차입한 개별 차주의 등록소득만이 제공됨으로써 연차적으로 등록소득을 보유한 

개별차주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 50만명 전체 차입자 통계와 등록소득만을 기준으로 추출한 차입자 표본의 

통계를 비교해 본다. 등록소득 차입자는 전체 차입자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을 

보여주었다. 2008년 등록소득 차입자 평균 소득분위는 6.7분위였으며, 연도가 지날수록 

높은 소득 차입자가 표본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2014년 그 평균 소득분위는 

8.0분위였다. 이처럼 등록소득으로 구성된 표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비교해보아도 확인된다. 2008년 50만명 

차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은 3,255만원이었으나, 등록소득 차입자 소득은 

4,029만원이었다. 2014년에는 각각 3,638만원과 5,950만원으로서 두 표본간의 

평균소득 격차는 훨씬 벌어졌다. 신용등급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소득으로 구성된 표본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전체 차입자의 평균 신용등급은 4.2 등급이었던 반면 

등록소득 차입자의 평균 신용등급은 3.7 등급으로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신용등급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전체 차입자와 등록소득 차입자가 소득이나 신용등급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겠다. 등록소득이 기입된다는 것은 당해 

연도 차입자가 신규로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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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므로 등록소득이 기입된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차입이 용이한 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등록소득이 기입된 차입자가 소득이 높거나 신용동급이 좋은 

개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표 1. 연도별 주요 통계량 

a. 전체 차입자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표본수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연령 (세) 42.1 43.1 44.1 45.1 46.1 47.1 48.1 

소득 (만원) 3,255 3,303 3,332 3,402 3,486 3,563 3,638 

신용등급 5.2 5.0 4.8 4.7 4.5 4.4 4.2 

연체 1.2% 2.5% 2.2% 2.4% 2.5% 1.9% 1.7% 

부채/소득 2.11 1.94 1.85 1.74 1.64 1.59 1.59 

은행부채 1.24 1.16 1.10 1.03 0.97 0.92 0.90 

비은행부채 0.87 0.78 0.75 0.70 0.67 0.67 0.69 

이자지급액/소득 17.0% 11.6% 11.6% 10.0% 8.8% 8.1% 7.5% 

은행이자지급액 8.1% 5.5% 5.2% 5.0% 4.3% 3.8% 3.5% 

비은행이자지급액 8.9% 6.1% 6.3% 5.0% 4.5% 4.2% 4.0% 

원금상환액/소득 49.8% 44.0% 46.5% 34.3% 29.4% 27.5% 26.9% 

은행원금상환액 32.3% 31.8% 33.8% 24.6% 21.0% 19.0% 18.6% 

비은행원금상환액 17.6% 12.2% 12.7% 9.7% 8.4% 8.5% 8.3% 

원리금 상환액/소득 66.9% 55.6% 58.1% 44.3% 38.2% 35.6% 34.4% 

은행원리금상환액 40.4% 37.3% 39.0% 29.5% 25.2% 22.9% 22.1% 

비은행원리금상환액 26.5% 18.3% 19.1% 14.7% 13.0% 12.7% 12.3% 

단, 차입자 50만명은 연도별로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소득은 연소득 기준 
        
    
    
b. 등록소득 차입자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표본수 65,214 38,460 29,617 20,873 19,987 17,697 16,753 

소득분위 6.7 6.7 6.7 6.8 7.5 7.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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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세) 39.2 40.0 41.0 41.9 43.2 44.4 45.7 

소득 (만원) 4,029 4,064 4,123 4,467 5,048 5,521 5,950 

신용등급 5.1 5.0 5.1 4.9 4.8 4.1 3.7 

연체 0.84% 1.69% 1.49% 2.38% 3.07% 1.61% 1.13% 

부채/소득 2.06 1.86 1.87 1.91 1.90 2.11 2.43 

은행부채 1.54 1.39 1.33 1.44 1.41 1.58 1.80 

비은행부채 0.52 0.47 0.53 0.48 0.49 0.52 0.63 

이자지급액/소득 16.1% 11.1% 11.7% 11.6% 10.4% 9.9% 10.1% 

은행이자지급액 9.9% 6.5% 6.1% 6.8% 6.3% 6.4% 6.7% 

비은행이자지급액 6.1% 4.6% 5.6% 4.8% 4.1% 3.5% 3.3% 

원금상환액/소득 49.1% 50.0% 49.7% 41.7% 34.0% 31.7% 32.0% 

은행원금상환액 35.2% 38.0% 37.3% 32.3% 25.8% 24.8% 24.2% 

비은행원금상환액 13.9% 12.0% 12.3% 9.3% 8.2% 6.9% 7.8% 

원리금 상환액/소득 65.2% 61.1% 61.4% 53.2% 44.4% 41.6% 42.0% 

은행원리금상환액 45.1% 44.5% 43.5% 39.1% 32.1% 31.2% 30.9% 

비은행원리금상환액 20.1% 16.6% 17.9% 14.1% 12.3% 10.4% 11.2% 

단, 등록소득 차입자는 최소 연이은 두 개년도 등록소득이 기입되어 있는 차입자에 국한 
자료: KCB 

 

이를 반영하여 등록소득 차입자의 부채비율은 전체 차입자 부채비율보다 기간이 

경과할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2008년 양자의 부채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4년 경우 전체 차입자 부채비율은 소득의 1.59배였던 반면 등록소득 차입자 

부채비율은 소득의 2.43배였다. 이점은 이자부담률이나 원금부담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등록소득 차입자의 2014년 이자부담률과 원금부담률은 각각 10.1% 및 

32.0%로서 전체 차입자의 7.5% 및 26.9%보다 높았다. 이처럼 등록소득 차입자의 

이자부담률과 원금부담률이 높았던 것은 등록소득 차입자가 상대적으로 금융부채를 보다 

많이 보유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전체 차입자와 등록소득 차입자간의 평균적인 특성 차이를 종합해볼 때, 

등록소득 차입자의 분포가 전체 차입자 분포에 대비하여 편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등록소득 차입자의 소득분포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이 높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등록소득 차입자 분포의 상향 편향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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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소득 차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등록소득 차입자의 

소득분위는 50만명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위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등록소득 차입자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하면 편향된 소득분포로 인하여 분석의 함의가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2>는 등록소득 차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분위별로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소득계층이 높은 차입자의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체 표본 수 208,601 

중에서 최상층 소득계층인 10분위에 해당하는 표본수가 53,051로서 전체의 1/4에 

해당하였으며, 9분위 및 8분위 순으로 표본수가 많았다.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그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 연령은 대체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신용등급과 연체율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통상적인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둘째,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분위가 가장 높은 3.05배였고 2분위도 2.09배로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3분위 소득계층 이후부터는 오히려 소득이 낮은 3-5분위가 상위 

소득계층보다 부채비율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이를 은행부채와 비은행부채로 구분해서 

비교해보면, 1분위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낮은 2-4분위보다는 오히려 상위 소득분위의 

차입자가 높은 은행부채비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비은행부채비율은 상위 소득분위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1분위 및 2분위 순으로 가장 높은 비은행부채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은행부채 비율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은행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이자부담률과 원금부담률 역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반영하여 소득계층별로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1분위 이자부담률은 20.41%로서 가장 높았으며, 2분위 

이자부담률이 15.26%로 다른 소득분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부채와 

비은행부채로 구분해서 이자부담률을 보면, 은행부채의 이자부담률은 상위소득계층의 

은행부채비율이 높은 것을 반영하여 2분위의 은행부채 이자부담률보다 6분위 이상 

소득계층의 은행부채 이자부담률이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은행부채비율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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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득분위별 주요 통계 량 (2013년 기준) 

소득분위 
소득 

(만원) 
연령 

신용 
등급 

연체 
부채/소득 

 
 

은행 
 

비은행 

이자지급
액/소득 

 

 
은행 

 
비은행 

원금상환
액/소득 

 
은행 

 
비은행 

표본수 

1분위 15,227 37.7 5.8 2.90% 3.05 1.93 1.12 20.41% 9.73% 10.68% 63.59% 42.11% 21.48% 15,717 

2분위 19,600 36.2 5.8 2.32% 2.09 1.31 0.79 15.26% 6.99% 8.27% 48.89% 30.36% 18.53% 10,116 

3분위 21,871 35.7 5.8 2.01% 1.46 0.93 0.53 11.68% 5.02% 6.67% 40.12% 23.71% 16.41% 10,526 

4분위 24,340 37.2 5.6 1.73% 1.73 1.15 0.57 12.65% 6.16% 6.49% 46.59% 27.83% 18.76% 11,873 

5분위 26,855 38.0 5.4 1.66% 1.74 1.19 0.55 12.50% 6.43% 6.07% 47.56% 32.35% 15.22% 11,990 

6분위 29,735 39.7 5.2 1.41% 2.09 1.51 0.58 13.80% 7.95% 5.85% 47.84% 33.77% 14.07% 15,231 

7분위 33,377 39.9 5.1 1.47% 1.95 1.36 0.59 12.79% 6.99% 5.79% 47.01% 34.49% 12.52% 18,330 

8분위 38,892 41.0 4.8 1.42% 1.98 1.51 0.47 12.06% 7.65% 4.42% 44.99% 35.09% 9.90% 25,462 

9분위 48,303 43.0 4.5 1.32% 2.03 1.64 0.39 11.61% 8.15% 3.47% 41.89% 34.73% 7.16% 36,305 

10분위 79,916 45.8 4.0 1.14% 1.88 1.56 0.32 10.22% 7.68% 2.54% 36.68% 31.24% 5.44% 53,051 

전 체 44,712 41.2 4.8 1.55% 2.00 1.49 0.51 12.53% 7.54% 4.99% 44.31% 33.06% 11.25% 208,601 

단, 소득은 연 소득 기준 
자료: K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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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담률의 소득계층별 특성은 원금부담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원금부담률의 경우에도 비은행부채의 원금부담률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비은행부채로 인한 부담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하여 차입자의 소득분위별 부채비율과 이자부담률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표 3> 및 <표 4> 참조). 전체적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1분위의 부채비율이 매우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8년 소득 대비 

2.09배였던 1분위 차입자의 부채비율은 2014년 7.85배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2분위 

차입자의 경우에도 2008년 1.95배에서 2014년 5.01배로 증가했다. 반면 10분위 

차입자가 동 기간 동안에 2.16배에서 1.78배로 감소하는 등 6분위부터 부채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8분위부터의 차입자는 오히려 부채비율이 감소했다. 물론 앞서 

지적했듯이 등록소득이 기입된 차입자가 신규 차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동 

통계량이 전체 차입자의 상황을 편의없이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계량을 통해서 하위 소득층일수록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표 3. 소득분위별 부채비율 추이 

소득분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분위 2.09 2.21 2.50 2.97 3.62 5.61 7.85 

2분위 1.95 1.61 1.62 2.17 2.59 3.21 5.01 

3분위 1.46 1.24 1.28 1.41 1.66 2.05 2.79 

4분위 1.66 1.54 1.84 1.66 1.84 1.76 3.10 

5분위 1.88 1.59 1.61 1.52 1.56 1.97 2.27 

6분위 2.24 1.97 2.00 2.05 1.75 2.02 2.48 

7분위 2.10 1.95 1.99 1.63 1.63 1.79 2.14 

8분위 2.19 1.96 1.84 1.83 1.76 1.86 1.99 

9분위 2.23 2.06 1.85 1.97 1.85 1.94 2.04 

10분위 2.16 1.92 1.82 1.68 1.68 1.75 1.78 

전 체 2.06 1.86 1.87 1.91 1.90 2.11 2.43 

자료: K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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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이자부담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였다. 1분위 및 2분위 차입자의 이자부담률은 

2008년 20.9% 및 17.8%에서 2014년 각각 31.9% 및 21.1% 상승했다. 반면 3분위 

이상 차입자의 이자부담률은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이러한 이자부담률 감소세는 5분위 

이후부터 크게 나타나 부채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자부담률이 낮아진 소득분위가 

존재했다. 이처럼 이자부담률이 부채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것은 분석 기간 중 

금융회사의 대출이율이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소득분위별 이자부담률 추이 

소득분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분위 20.9% 15.5% 17.8% 18.9% 21.8% 27.5% 31.9% 

2분위 17.8% 11.4% 13.0% 14.4% 14.7% 17.8% 21.1% 

3분위 13.8% 9.6% 10.0% 10.9% 11.6% 10.5% 13.2% 

4분위 14.6% 10.6% 12.4% 11.9% 11.3% 9.4% 13.9% 

5분위 15.4% 10.8% 11.2% 11.0% 9.6% 10.1% 10.9% 

6분위 17.6% 11.9% 12.3% 12.8% 10.2% 9.8% 10.7% 

7분위 16.2% 11.9% 12.5% 10.5% 10.2% 9.2% 9.5% 

8분위 15.9% 11.4% 10.7% 11.0% 9.4% 8.8% 8.4% 

9분위 15.8% 10.7% 11.0% 10.9% 9.3% 8.6% 8.2% 

10분위 14.9% 9.7% 9.8% 8.8% 8.3% 7.6% 7.1% 

전 체 16.1% 11.1% 11.7% 11.6% 10.4% 9.9% 10.1% 

자료: KCB    
 

끝으로 추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프로빗 모형에서 종속변수로 이용된 소득분위 변동 

확률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살펴보았다. <표 5>는 등록소득 차입자의 t기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동 차입자가 t+1기에 어떠한 소득분위로 이전했는지를 보여준다. 가령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차입자가 다음 연도에 1분위로 남을 확률이 83.9%였고, 나머지 

16.1%는 소득분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분위 차입자는 14.1%가 1분위로 

소득분위가 하락한 반면, 23.4%는 소득분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소득분위별로 하락, 상승, 유지 확률을 보면 1분위과 10분위의 유지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두 분위의 경우 각각 하락 또는 상승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유지 확률이 높아졌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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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득분위별 소득분위 변동 확률 

소득분위 
(t 기) 

소득분위  (t+1)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하락 상승 유지 

1분위 83.9% 4.7% 2.5% 1.8% 1.2% 1.4% 1.2% 1.1% 1.3% 1.0% 0.0% 16.1% 83.9% 

2분위 14.1% 62.4% 7.1% 4.1% 2.9% 2.6% 1.8% 1.8% 1.6% 1.5% 14.1% 23.4% 62.4% 

3분위 8.9% 14.5% 51.3% 7.7% 4.8% 4.4% 3.2% 2.5% 1.8% 1.1% 23.3% 25.4% 51.3% 

4분위 6.4% 4.3% 12.0% 51.6% 6.9% 5.9% 4.7% 3.8% 2.6% 2.0% 22.6% 27.0% 50.4% 

5분위 5.5% 2.9% 3.5% 11.4% 49.6% 8.8% 6.5% 4.8% 4.1% 2.8% 23.4% 27.0% 49.6% 

6분위 4.5% 2.2% 2.2% 3.2% 8.7% 55.0% 8.2% 6.9% 5.3% 3.8% 20.8% 24.2% 55.0% 

7분위 3.2% 1.4% 1.6% 2.2% 2.7% 10.3% 57.1% 10.3% 7.1% 4.2% 21.3% 21.6% 57.1% 

8분위 1.9% 1.0% 0.8% 1.4% 1.6% 2.8% 10.0% 62.5% 12.1% 6.0% 19.5% 18.0% 62.5% 

9분위 1.1% 0.5% 0.5% 0.6% 0.7% 1.5% 2.0% 11.0% 70.7% 11.3% 18.0% 11.3% 70.7% 

10분위 0.8% 0.3% 0.2% 0.2% 0.3% 0.6% 0.7% 1.4% 9.0% 86.6% 13.4% 0% 86.6% 

* t 는 2009년부터 2013년의 수치 
자료: K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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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서는 소득분위 유지 확률의 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연도별로 

본다면, 표본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소득분위별로 변동 가능성이 기간 경과에 따라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분위의 경우에는 2009년 79.9%가 소득분위를 

높이지 못했던 반면, 2013년에는 87.1%가 소득분위를 높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분위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소득분위를 유지할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분위의 경우에도 시간 경과에 따라 유지 확률이 높아져 분석 자료로 볼 때 

계층별 이동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소득분위별 소득등급 유지 확률의 연도별 추이 

소득분위 2009 2010 2011 2012 2013 

1분위 79.9% 79.4% 85.4% 86.4% 87.1% 

2분위 54.6% 52.5% 60.5% 70.5% 74.4% 

3분위 47.7% 41.8% 46.7% 63.8% 67.9% 

4분위 46.6% 40.2% 45.6% 64.2% 65.1% 

5분위 45.0% 39.9% 41.3% 66.5% 64.9% 

6분위 50.6% 47.8% 51.6% 61.3% 63.9% 

7분위 54.1% 49.1% 49.1% 68.3% 68.2% 

8분위 59.7% 56.5% 55.3% 68.4% 71.2% 

9분위 69.4% 67.2% 64.5% 73.3% 75.9% 

10분위 86.7% 86.2% 84.7% 85.3% 88.8% 

자료: KCB    
 

    

    

    

ⅤⅤⅤⅤ. . . . 추정추정추정추정    결과결과결과결과: : : : 금융부채금융부채금융부채금융부채와와와와    소득계층소득계층소득계층소득계층    이동이동이동이동    

 

식 (1)과 (2)에 의한 추정은 차입자 전체와 소득집단별로 각각 실시하였다. 소득계층 

중에서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분위 하락 더미변수 ��������:�	
의 값은 정의상 언제나 각각 

0과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 두 소득분위를 제외하고, 2분위부터 9분위까지의 차입자 



- 21 -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분위부터 9분위까지의 소득분위를 2개 

분위씩 각각 묶어서 각 소득집단별로 추정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추정을 실시한 것은 앞서의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기초통계량에서 소득분위별로 

금융부채의 수준이 다른 것을 고려할 때 소득계층별로 금융부채와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 

간의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표 7>은 2분위부터 9분위까지의 차입자 샘플을 이용해 식 (1)과 식 (2)를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신용등급이 나쁠수록 

소득분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부채의 수준을 

나타내는 부채비율과 이자부담률이 높을수록 소득분위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 나타난 계수값을 이용하여, 부채비율과 이자부담률 수준에 

따라 소득등급 감소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부채비율은 0%부터 500% 

사이에서 각각 50% 변화하는 것을 가정하고, 각각의 부채비율에 따라 소득등급 하락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산해보았다 (<그림 1>, <그림 2> 참조). 부채비율이 

0%일 때에는 소득등급이 하락 확률은 16.5%였으며, 이러한 소득등급 하락 확률은 

부채비율이 증가하면서 감소하여 500%의 부채비율에서의 소득등급 하락 확률은 

15.4%로서 부채비율이 0%일 때 대비하여 1.1%pts 하락했다. 마찬가지로 이자부담률에 

대해서도 소득등급 하락 확률을 계산해보았다. 이자부담률이 0% 일 때 16.4%였던 

소득등급 하락 확률은 16.4%였으나, 이자부담률이 50%가 되면 그 확률은 15.1%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현재 소득 대비 금융부채 부담이 많은 

가계가 미래에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항상소득가설에 따라 

가계가 금융부채를 차입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금융부채의 영향을 은행부채와 비은행부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도 했다. 

은행부채를 기준으로 한 부채비율과 이자부담률은 전체 부채를 대상으로 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등급 하락 가능성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비은행부채의 부채비율은 소득등급 변화와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비은행부채의 이자부담률도 전체부채와 달리 유의수준 5%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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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금융부채와 소득분위 하락 확률 (1) 

012_4.56��� , 	78���,	  는 각각 신용등급 및 연령이며, 
�����

��������
과 , 

����������
��������

 각각 소득 대비 부채비율과 

이자부담률(소득대비 이자지급액)임. 그리고 
9�����
��������

과 
:9�����
��������

 는 각각 은행부채 및 비은행부채의 

부채비율이며, 
9����������
��������

과  
:9����������
��������

 는 각각 은행부채와 비은행부채의 이자부담률임. 그리고 ��������:�	
 : 

소득분위 하락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t기 소득분위보다 (t+1)기 소득분위가 상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   )는 T 통계량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 
 

 

 

 

 

 

 

 

 

 

 

 

 

 

 

 

 

 

 

 

 

 

 

 

 

 

 

 

 

Dependent Variable: ��������:��	
 
Intercept -0.940*** -0.923*** -0.948*** -0.932*** 

 (-11.731) (-11.515) (-11.841) (-11.630) 

YR 2009 0.262*** 0.263*** 0.265*** 0.266*** 

 (17.326) (17.383) (17.490) (17.556) 

YR 2010 0.283*** 0.284*** 0.287*** 0.287*** 

 (18.113) (18.119) (18.337) (18.319) 

YR 2011 0.134*** 0.135*** 0.138*** 0.138*** 

 (7.901) (7.938) (8.106) (8.141) 

YR 2012 0.027 0.028 0.029* 0.030* 

 (1.573) (1.590) (1.671) (1.701) 
78��� -0.015*** -0.015*** -0.015*** -0.015*** 

 (-4.151) (-4.164) (-4.187) (-4.248) 
78�&�� 0.0002*** 0.0002*** 0.0002*** 0.0002*** 

 (4.295) (4.345) (4.260) (4.388) 
012_4.56��� 0.024*** 0.021*** 0.026*** 0.023*** 

 (12.044) (10.449) (13.147) (11.523) 

��,-��
()�*+���

 -0.012*** - - - 

(-8.511) - - - 
;��,-��
()�*+���

 - -0.020*** - - 

- (-10.869) - - 
<;��,-��
()�*+���

 - 0.001 - - 

- (0.348) - - 
()-�.�/-��
()�*+���

 - - -0.177*** - 

- - (-7.555) - 
;()-�.�/-��
()�*+���

 - - - -0.323*** 

- - - (-9.306) 
<;()-�.�/-��
()�*+���

   - -0.052*  

  - (-1.815) 

No. of Obs. 116,581 116,581 116,581 116,581 

Pseudo R-Square 0.009 0.009 0.0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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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채비율과 소득분위 하락 확률 

    

    

그림 2. 이자부담률과 소득분위 하락 확률    

    

    

한편, t기의 부채 (��,-�� )는 (t-1)기의 부채 (��,-��=
 )와 t기 동안 증가한 부채 

(∆��,-��  = ��,-��  - 	��,-��=
 )로 구분해볼 수 있다. t 기 이전까지 누적되었던 부채 

부담과 t 기에 들어와서 추가된 부채의 부담이 소득등급 변화와 다른 관계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t기의 이자비용 ( ()-�.�/-�� )을 (t-1)기의 

이자비용( ()-�.�/-��=
 )과 t기 동안 증가한 이자비용 ( ∆()-�.�/-��  = ()-�.�/-��  - 

	()-�.�/-��=
 )으로 구분하여, t 기 들어서 증가한 이자비용이 소득등급 변화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도 있겠다. 따라서 t 기의 부채비율과 이자부담률을 

분해한 아래 추정식 (3)과 (4)를 설정하여 다시 추정해보았다.  

Pr ���������:�	
 = 1��, �, �����?@��������
, ∆�������������

,  ��!= Φ(α+T	+%
 �����
��������

+ %& ∆�����
��������

+ %A ��) 														(3) 

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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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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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 1��, �, ����������?@��������
, ∆������������������

,  ��!=Φ(α+T	+%
 ����������?@
����	

�
　 ��

+ %& ∆������������������
+ 	%A ��) (4) 

 

추정 결과는 <표 8>에 요약했다. (t-1)기의 부채 (��,-��=
)와 t기 동안의 부채증가액 

(∆��,-��)을 이용하여 부채비율을 구분하여 계산하여도, 두 변수 모두는 소득등급 하락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이자부담률을 이용하여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계수값을 비교해 보면, 전기의 부채비율 또는 

이자부담률의 값이 커서 당기의 추가적인 금융부채 부담 변동보다는 누적된 금융부채 

크기가 훨씬 영향력이 컸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융부채를 은행부채와 비은행부채로 구분해서 추정했다. 이 경우에도 

은행부채는 전기의 부채누적액이나 현재의 부채증감액이 모두 유의하게 소득등급 하락 

확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은행부채의 경우에는 모두 

소득등급 하락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은행부채가 미래의 기대소득과 

유의하지 않았던 앞의 추정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소득집단을 구분하여 각 소득집단별로 금융부채와 미래소득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2~9 소득분위 차입자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2,3분위는 하위층, 

4.5분위는 중하층, 6,7분위는 중상층, 8,9분위는 상위층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더미변수 4개를 생성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더미변수와 

더미변수에 각각 부채비율과 이자부담률을 곱하여 새로운 더미곱 변수를 설정하고, 각 

집단별로 부채비율과 이자부담률이 소득분위 하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추정했다. 

<표 9>는 각 소득계층별로 부채비율이 소득분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추정 결과를 보면, 하위층은 전체 대상을 분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부채 부담이 

클수록 소득분위 하락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층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에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중하위층 이상의 

집단에서는 부채비율이 증가할 때 차기년도에 소득분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하위층을 제외한 차입자들의 경우에는 금융부채가 많다는 것이 해당 

차입자가 미래에 소득계층이 하락할 수 있는 신호로서 작동하는 금융부채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하위층을 제외한 금융부채비율의 계수값을 비교해보면, 

중하위층, 중상위층, 상위층 순으로 그 절대값이 커서, 역선택의 문제가 소득이 낮을수록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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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금융부채와 소득분위 하락 확률 (2) 
012_4.56��� , 	78���,	  는 각각 신용등급 및 연령이며, 

�����
��������

과 , 
����������
��������

 각각 소득 대비 부채비율과 

이자부담률(소득대비 이자지급액)임. 그리고 
9�����
��������

과 
:9�����
��������

 는 각각 은행부채 및 비은행부채의 

부채비율이며, 
9����������
��������

과  
:9����������
��������

 는 각각 은행부채와 비은행부채의 이자부담률임. 그리고 ��������:�	
 : 

소득분위 하락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t기 소득분위보다 (t+1)기 소득분위가 상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단, ∆��,-��  과 ∆()-�.�/-��  은 전기 대비 금융부채 잔액 및 이자지급액 증가분임. (   )는 T 
통계량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 
 

 

 

 

 

 

 

 

 

 

 

 

 

 

 

 

 

 

 

 
 

 

 

 

 

 

 

 

 

 

 

 

 Dependent Variable: ��������:��	
 
Intercept -0.940*** -0.923*** -0.949*** -0.932*** 

 (-11.734) (-11.503) (-11.850) (-11.630) 

YR 2009 0.262*** 0.263*** 0.267*** 0.268*** 

 (17.352) (17.373) (17.643) (17.706) 

YR 2010 0.284*** 0.284*** 0.287*** 0.287*** 

 (18.122) (18.128) (18.311) (18.327) 

YR 2011 0.134*** 0.134*** 0.137*** 0.138*** 

 (7.896) (7.916) (8.088) (8.100) 

YR 2012 0.027 0.027 0.030* 0.030* 

 (1.571) (1.563) (1.714) (1.716) 
78��� -0.015*** -0.015*** -0.015*** -0.015*** 

 (-4.162) (-4.184) (-4.198) (-4.260) 
78�&�� 0.0002*** 0.0002*** 0.0002*** 0.0002*** 

 (4.329) (4.390) (4.311) (4.446) 
012_4.56��� 0.024*** 0.021*** 0.026*** 0.023*** 

 (12.064) (10.468) (13.156) (11.363) 
��,-��=

()�*+���

 -0.013*** - - - 

(-8.596) - - - 
∆��,-��
()�*+���

 -0.009*** - - - 

(-3.501) - - - 
;��,-��=

()�*+���

 - -0.021*** - - 

- (-11.005) - - 
∆;��,-��
()�*+���

 - -0.015*** - - 

- (-4.746) - - 
<;��,-��=

()�*+���

 - 0.001 - - 

- (0.617) - - 
∆<;��,-��
()�*+���

 - -0.0004 - - 

- (-0.124) - - 
()-�.�/-��=

()�*+���

 - - -0.195** - 

- - (-8.060) - 
∆()-�.�/-��
()�*+���

 - - -0.110*** - 

- - (-3.447) - 
;()-�.�/-��=

()�*+���

 - - - -0.345*** 

- - - (-9.691) 
∆;()-�.�/-
()�*+���

 - - - -0.207*** 

- - - (-4.244) 
<;()-�.�/-��=


()�*+���
 - - - -0.051 

- - - (-1.651) 
∆<;()-�.�/-��
()�*+���

 - - - -0.046 

- - - (-1.216) 

No. of Obs. 116,581 116,581 116,581 116,581 

Pseudo R-Square 0.009 0.009 0.0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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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소득계층별 부채비율과 소득분위 하락 확률 (1) 

012_4.56��� , 	78���,	  는 각각 신용등급 및 연령이며, 
�����

��������
과 , 

����������
��������

 각각 소득 대비 부채비율과 

이자부담률(소득대비 이자지급액)임. 그리고 
9�����
��������

과 
:9�����
��������

 는 각각 은행부채 및 비은행부채의 

부채비율이며, 
9����������
��������

과  
:9����������
��������

 는 각각 은행부채와 비은행부채의 이자부담률임. 그리고 ��������:�	
 : 

소득분위 하락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t기 소득분위보다 (t+1)기 소득분위가 상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   )는 T 통계량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 
    

    

    

    

    

    

    

    

    

    

    

    

    

    

    

    

    

    

    

    

    

    

 

 

 

 

 

 

 

Dependent Variable: ��������:��	
 
Intercept 0.222*** (15.063) 0.222*** (15.088) 

YR 2009 0.249*** (16.245) 0.249*** (16.243) 

YR 2010 0.104*** (6.208) 0.104*** (6.225) 

YR 2011 0.006 (0.329) 0.006 (0.333) 

YR 2012 -0.057*** (-63.68) -0.057*** (-62.96) 

78��� 0.001*** (44.059) 0.001*** (43.639) 

78�&�� 0.022*** (11.211) 0.020*** (10.378) 

012_4.56��� 0.222*** (15.063) 0.222*** (15.088) 

�

��,-��
()�*+���

 -0.011*** (-2.965) - - 

�&
��,-��
()�*+���

 0.008*** (3.103) - - 

�A
��,-��
()�*+���

 0.004** (2.047) - - 

�B
��,-��
()�*+���

 0.013*** (6.179) - - 

�

;��,-��
()�*+���

 - - -0.019*** (-3.667) 

�

<;��,-��
()�*+���

 - - 0.000 (-0.074) 

�&
;��,-��
()�*+���

 - - 0.004 (0.956) 

�&
<;��,-��
()�*+���

 - - 0.017*** (3.109) 

�A
;��,-��
()�*+���

 - - -0.0001 (-0.019) 

�A
<;��,-��
()�*+���

 - - 0.010*** (2.772) 

�B
;��,-��
()�*+���

 - - 0.005* (1.790) 

�B
<;��,-��
()�*+���

 - - 0.030*** (7.404) 

No. of Obs. 116,581  116,581  

Pseudo R-Square 0.0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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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직관적으로 다른 소득계층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하위층이 미래소득의 

기대와 무관하게 자금을 차입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달리, 하위층의 

경우에는 금융부채 규모가 큰 차입자의 소득계층 하락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표 9>는 은행부채와 비은행부채로 구분해서 소득집단별로 금융부채와 소득분위 하락 

가능성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하위층에 대한 추정 결과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과 동일했다. 즉 은행부채가 많을수록 소득분위 하락 가능성이 

낮아졌으나, 비은행부채는 소득분위 하락 가능성과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세 집단은 완전히 다른 추정 결과가 나타났다. 은행부채는 소득분위 하락 

확률과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이들 세 집단에 속한 차입자의 비은행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소득분위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비은행부채 규모가 차입자의 소득계층 하락 가능성을 판단케 해주는 신호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하여 부채비율을 전기의 누적부채비율과 당기의 부채비율 증감액으로 구분한 이후, 

소득집단별로 그 영향력을 추정해보았다 (<표 10> 참조). 추정 결과는 당기의 부채비율 

증감액보다 전기까지 누적된 부채비율이 소득분위 변화 확률과 보다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부채가 소득계층 하락 가능성과 반비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하위층의 경우, 누적 금융부채 비율, 그 중에서도 누적 은행부채비율이 

소득분위 하락 가능성과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부채 비율 증가분 

또는 은행부채비율 증가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대로 나머지 세 

소득집단의 경우에는 전기의 누적 금융부채비율 또는 누적 비은행부채 비율이 소득분위 

하락 가능성과 비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부채 비율의 증가분 또는 

비은행부채비율 증가분 중에서는 비은행부채비율만이 상위층의 경우에 비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을 뿐, 다른 경우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채비율 대신 이자부담률을 이용하여 <표 9>과 <표 10>의 분석을 동일하게 실행한 

결과를 각각 <표 11>와 <표 12>에 정리했다. 이자부담률을 이용할 경우에도 앞서 

부채비율을 이용한 것과 같은 동일한 추정 결과가 나타났다. 하위층의 경우에는 

이자부담률 증가가 소득분위 하락 확률을 낮춘 반면, 나머지 소득집단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자부담률 증가가 소득분위 하락 확률을 높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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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소득계층별 부채비율과 소득분위 하락 확률 (2) 

012_4.56���,	78���,	 는 각각 신용등급 및 연령이며, 
�����

��������
과 , 

����������
��������

 각각 소득 대비 부채비율과 

이자부담률(소득대비 이자지급액)임. 그리고 
9�����
��������

과 
:9�����
��������

 는 각각 은행부채 및 비은행부채의 

부채비율이며, 
9����������
��������

과  
:9����������
��������

 는 각각 은행부채와 비은행부채의 이자부담률임. 그리고 ��������:�	
: 
소득분위 하락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t 기 소득분위보다 (t+1)기 소득분위가 상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단, ∆��,-�� 과 ∆()-�.�/-�� 은 전기 대비 금융부채 잔액 및 이자지급액 증가분임. (   )는 T 
통계량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 

 

    

 

Dependent Variable: ��������:��	
 
YR 2009 0.221*** (15.030) YR 2009 0.222*** (15.037) 

YR 2010 0.249*** (16.234) YR 2010 0.249*** (16.242) 

YR 2011 0.104*** (6.216) YR 2011 0.104*** (6.232) 

YR 2012 0.006 (0.336) YR 2012 0.006 (0.330) 

78��� -0.057*** (-63.60) 78��� -0.057*** (-62.89) 

78�&�� 0.001*** (43.935) 78�&�� 0.001*** (43.539) 

012_4.56��� 0.022*** (11.198) 012_4.56��� 0.020*** (10.348) 

�

��,-��=

()�*+���

 -0.012*** (-3.019) �

;��,-��=

()�*+���

 -0.021*** (-3.886) 

�

∆��,-��
()�*+���

 -0.006 (-0.872) �

∆;��,-��
()�*+���

 -0.008 (-0.857) 

�&
��,-��=

()�*+���

 0.008*** (3.049) �

<;��,-��=

()�*+���

 0.001 (0.102) 

�&
∆��,-��
()�*+���

 0.009 (1.387) �

∆<��,-��
()�*+���

 -0.005 (-0.454) 

�A
��,-��=

()�*+���

 0.005*** (2.379) �&
;��,-��=

()�*+���

 0.003 (0.838) 

�A
∆��,-��
()�*+���

 -0.002 (-0.363) �&
∆;��,-��
()�*+���

 0.006 (0.712) 

�B
��,-��=

()�*+���

 0.014*** (6.385) �&
<;��,-��=

()�*+���

 0.018*** (3.100) 

�B
∆��,-��
()�*+���

 0.007 (1.498) �&
∆<;��,-��
()�*+���

 0.016 (1.372) 

- - - �A
;��,-��=

()�*+���

 0.000 (0.031) 

 - - �A
∆;��,-��
()�*+���

 -0.002 (-0.234) 

- - - �A
<;��,-��=

()�*+���

 0.014*** (3.508) 

- - - �A
∆<;��,-��
()�*+���

 -0.005 (-0.664) 

-- - - �B
;��,-��=

()�*+���

 0.006** (1.969) 

- - - �B
∆;��,-��
()�*+���

 0.000 (0.039) 

- - - �B
<;��,-��=

()�*+���

 0.031*** (7.233) 

- - - �B
∆<;��,-��
()�*+���

 0.025*** (3.059) 

No. of Obs. 116,581 116,581  116,581 116,581 

Pseudo R-Square 0.0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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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소득계층별 이자부담률과 소득분위 하락 확률 (1) 

012_4.56���,	78���,	 는 각각 신용등급 및 연령이며, 
�����

��������
과 , 

����������
��������

 각각 소득 대비 부채비율과 

이자부담률(소득대비 이자지급액)임. 그리고 
9�����
��������

과 
:9�����
��������

 는 각각 은행부채 및 비은행부채의 

부채비율이며, 
9����������
��������

과  
:9����������
��������

 는 각각 은행부채와 비은행부채의 이자부담률임. 그리고 ��������:�	
: 
소득분위 하락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t 기 소득분위보다 (t+1)기 소득분위가 상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   )는 T 통계량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 
 

    

    

    

    

    

    

    

    

    

    

    

    

    

    

    

    

    

    

    

    

    

    

    

    

    

    

    

    

    

    

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YR 2009 0.220*** (14.938) 0.221*** (14.986) 

YR 2010 0.247*** (16.088) 0.247*** (16.079) 

YR 2011 0.102*** (6.085) 0.102*** (6.106) 

YR 2012 0.005 (0.281) 0.005 (0.2970 

78��� -0.057*** (-63.501) -0.056*** (-63.010) 

78�&�� 0.001*** (43.821) 0.001*** (43.650) 

012_4.56��� 0.021*** (10.712) 0.020*** (9.962) 

�

()-�.�/-��
()�*+���

 -0.146** (-2.311) - - 

�&
()-�.�/-��
()�*+���

 0.206*** (4.599) - - 

�A
()-�.�/-��
()�*+���

 0.086*** (2.880) - - 

�B
()-�.�/-��
()�*+���

 0.215*** (6.393) - - 

�

;()-�.�/-��
()�*+���

 - - -0.268*** (-2.716) 

�

<()-�.�/-��
()�*+���

 - - -0.048 (-0.594) 

�&
;()-�.�/-��
()�*+���

 - - 0.089 (1.390) 

�&
<;()-�.�/-��
()�*+���

 - - 0.343*** (5.040) 

�A
;()-�.�/-��
()�*+���

 - - 0.026 (0.485) 

�A
<;()-�.�/-��
()�*+���

 - - 0.128*** (3.038) 

�B
;()-�.�/-��
()�*+���

 - - 0.097* (1.721) 

�B
<;()-�.�/-��
()�*+���

 - - 0.293*** (6.644) 

No. of Obs. 116,581  116,581  

Pseudo R-Square 0.0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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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소득계층별 이자부담률과 소득분위 하락 확률 (2) 

012_4.56���,	78���,	 는 각각 신용등급 및 연령이며, 
�����

��������
과 , 

����������
��������

 각각 소득 대비 부채비율과 

이자부담률(소득대비 이자지급액)임. 그리고 
9�����
��������

과 
:9�����
��������

 는 각각 은행부채 및 비은행부채의 

부채비율이며, 
9����������
��������

과  
:9����������
��������

 는 각각 은행부채와 비은행부채의 이자부담률임. 그리고 ��������:�	
: 
소득분위 하락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t 기 소득분위보다 (t+1)기 소득분위가 상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단, ∆��,-�� 과 ∆()-�.�/-�� 은 전기 대비 금융부채 잔액 및 이자지급액 증가분임. (   )는 T 
통계량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 

 

    

    

Dependent Variable: ��������:��	
 
YR 2009 0.219*** (14.815) YR 2009 0.219*** (14.8680 

YR 2010 0.247*** (16.100) YR 2010 0.248*** (16.139) 

YR 2011 0.102*** (6.102) YR 2011 0.102*** (6.113) 

YR 2012 0.005 (0.272) YR 2012 0.004 (0.257) 

78��� -0.057*** (-63.469) 78��� -0.056*** (-62.915) 

78�&�� 0.001*** (43.733) 78�&�� 0.001*** (43.549) 

012_4.56��� 0.021*** (10.768) 012_4.56��� 0.019*** (9.724) 

�

()-�.�/-��=

()�*+���

 -0.189*** (-2.866) �

;()-�.�/-��=

()�*+���

 -0.300*** (-2.899) 

�

∆()-�.�/-��
()�*+���

 0.016 (0.179) �

∆;()-�.�/-��
()�*+���

 -0.003 (-0.017) 

�&
()-�.�/-��=

()�*+���

 0.207*** (4.503) �

<;()-�.�/-��=


()�*+���
 -0.077 (-0.831) 

�&
∆()-�.�/-��
()�*+���

 0.211*** (3.071) �

∆<()-�.�/-��
()�*+���

 0.017 (0.162) 

�A
()-�.�/-��=

()�*+���

 0.111*** (3.454) �&
;()-�.�/-��=

()�*+���

 0.067 (0.996) 

�A
∆()-�.�/-��
()�*+���

 -0.013 (-0.228) �&
∆;()-�.�/-��
()�*+���

 0.137 (1.486) 

�B
()-�.�/-��=

()�*+���

 0.232*** (6.696) �&
<;()-�.�/-��=


()�*+���
 0.402*** (5.100) 

�B
∆()-�.�/-��
()�*+���

 0.125** (2.260) �&
∆<;()-�.�/-��
()�*+���

 0.285*** (3.166) 

- - - �A
;()-�.�/-��=

()�*+���

 0.020 (0.356) 

 - - �A
∆;()-�.�/-��
()�*+���

 0.011 (0.103) 

- - - �A
<;()-�.�/-��=


()�*+���
 0.213*** (4.355) 

- - - �A
∆<;()-�.�/-��
()�*+���

 -0.037 (-0.521) 

-- - - �B
;()-�.�/-��=

()�*+���

 0.084 (1.481) 

- - - �B
∆;()-�.�/-��
()�*+���

 0.058 (0.638) 

- - - �B
<;()-�.�/-��=


()�*+���
 0.360*** (7.435) 

- - - �B
∆<;()-�.�/-��
()�*+���

 0.127* (1.892) 

No. of Obs. 116,581   116,581  

Pseudo R-Square 0.0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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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부채와 비은행부채로 금융부채를 구분하여 추정한 경우에도, 동일한 추정 

결과가 나타났다. 하위층의 경우에는 은행부채의 이자부담률 증가는 소득분위 하락 

확률을 낮추었으나, 비은행부채의 이자부담률 증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세 소득집단의 경우에는 은행부채의 이자부담률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비은행부채의 이자부담률 증가는 유의하게 소득분위 하락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전기의 이자부담률와 금리의 이자부담률 증감액으로 구분하여 

볼 때에도 부채비율과 마찬가지로 전기의 이자부담률이 보다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이자부담률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자부담률 증가가 부채비율과 달리 

유의하게 작용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VI. VI. VI. VI.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KCB가 제공한 차입자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부채와 미래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계층을 10분위로 구분하고, 1,10분위를 제외한 차입자를 

4개의 소득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금융부채와 차기년도의 소득계층 하락 가능성간의 

관계를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가장 낮은 소득계층인 2-3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집단의 경우, 차입자의 금융부채가 많을수록 차기년도에 소득분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금융부채 증가가 미래의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나 소비지출 아니면 소득 감소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금융부채의 증가가 미래의 소득증가로 연결되기 

보다는 차입비용 상승과 차입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에 이용할 수 있는 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킴으로써, 가계의 후생수준이 금융부채 증가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추론케 한다.  둘째, 비은행부채 규모가 가계의 소득분위 하락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유효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은행부채와 비은행부채로 구분해서 가계부채와 소득계층하락 

가능성간의 관계를 추정하였을 때, 은행부채와 달리 비은행부채의 크기는 소득계층하락 

가능성과 비례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미래에 소득 

증가가 기대되지 않은 차입자일수록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 차입부담이 큰 

비은행부채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추정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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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의 문제 또는 비은행부채의 과도한 부채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을 지적한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가계부채에서 차입자의 역선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향후 소득개선 여건이 열악한 개인이 금융부채를 현재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2008년 이후 금융부채의 증가가 소비평탄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미래소비를 악화시킴으로써, 오히려 가계후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 모형을 통해서 내생성을 제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통상적인 

추론과 달리 하위층에서는 금융부채가 클수록 소득계층 하락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가계의 금융부채에 대한 

정책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가계의 

부실화 및 파산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집행해왔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가능하다고 주장한 논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고정금리의 장기분할상환대출의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은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록 가계의 부실화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부채의 증가가 가계후생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차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이 본래의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미래소득이 

동반되지 않은 금융부채의 증가는 미래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결국 미래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최근 느슨하게 

유지되었던 정부의 가계에 대한 신용공급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계의 소득저하의 문제를 신용공급을 증가시켜 단기적으로 

해소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계후생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도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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